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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추진배경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는 웹보드 베팅성 게임물 및 사행성 유기기구 해당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기준 보강을 위하여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를 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 내용의 

개정에 맞춘 등급분류 규정 개선 실시

[참고사항] 게임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79호), [별표 2] 제8호

•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개정 2020. 12. 8.>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
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이하 이 호에서 
"게임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캐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게임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다른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증여 등을 통하여 받는 것을 포함한다)한
도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게임물 이용자 1명이 가목의 한도까지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
는 때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삭제 <2020. 4. 7.>
  라.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무료로 제공하는 별도의 게임머니만을 사용하는 경우
    2)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가목의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

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2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마.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할 경우 베팅을 자동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
단을 마련하고, 1년마다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

  사.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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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웹보드 베팅성 게임물 및 사행성유기기구 해당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기준 등 보강

   - 게임물 사행성 판단을 위한 고려요소 중, 정보통신망을 통해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의 범위를 구체화*

*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 ⇒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등의 게임물

   - 사행행위의 고려요소도 게임물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또는 이체 등이 가능한 경우 외 아래와 같은 요소를 더 고려할 수 있도록 내용 개선

    • 유료게임 및 유료게임머니 구매에 따라 무료게임머니가 지급되거나, 유·

무료게임이 연동되는 경우

    • 승부예측 정보 거래소, 미니게임 등을 통하여 게임머니의 이체가 가능한 경우

   - 특히, 제5호에 따라 이용자의 게임 기량이나 능력에 따라 게임 진행에 대한 

흥미나 성취감이 유발될 수 없고, 게임의 결과 즉 점수의 획득 여부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신청한 경우를 사행성 확인사항에 포함하여 사행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개선

[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신·구 대비표

「등급분류 규정」 (`20. 1. 15.)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
제17조(사행성 확인 사항) 게임법 제21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및 등급분류규정 
제16조에 따라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을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 등
을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현금 또는 다른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는지 여부

   2. 예시, 자동진행, 연타 등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

   3.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
당하는 게임물

    가. 기술심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1시간
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다음 각 방법을 통하여 가목의 기준을 회
피하는 경우

     -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누적점수를 강제적
으로 발생시키는 방법

     - 임의로 누적점수를 충전하는 방법
     - 데모(Demo)게임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누적점수로 이전시키는 방법
     -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를 통하여 투입금

액 및 누적점수를 발생시키는 방법
    다. 환전이 용이하도록 게임의 결과물 등을 

제17조(사행성 확인 사항) 게임법 제21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및 등급분류규정 
제16조에 따라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을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 등
을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현금 또는 다른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는지 여부

   2. 예시, 자동진행, 연타 등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

   3.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
당하는 게임물

    가. 기술심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1시간
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다음 각 방법을 통하여 가목의 기준을 회
피하는 경우

     -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누적점수를 강제적
으로 발생시키는 방법

     - 임의로 누적점수를 충전하는 방법
     - 데모(Demo)게임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누적점수로 이전시키는 방법
     -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를 통하여 투입금

액 및 누적점수를 발생시키는 방법
   다. 환전이 용이하도록 게임의 결과물 등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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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국내 게임물의 사행성을 기준으로 정밀한 등급분류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자율규제 논란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이슈 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출처

- 게임물관리위원회

https://www.grac.or.kr/board/Inform.aspx?bno=717&type=view

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전송하는 경우

    라. 게임법 제21조 제8항에서 규정된 기술심
의를 통해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경우

    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단, 통상적인 이미지와 규칙을 사용하
는 고스톱, 포커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바.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등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
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이 게임머니
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또는 이
체 등이 가능한 경우

치를 이용하여 보관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전송하는 경우

   라. 게임법 제21조 제8항에서 규정된 기술심의
를 통해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경우

   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단, 통상적인 이미지와 규칙을 사용하
는 고스톱, 포커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바.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등 관련 법
률의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
는 경우

    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선
물 또는 이체 등이 가능한 경우

    나. 유료게임 이용 및 유료게임머니 구매에 
따라 무료게임머니가 지급되거나, 유·무료
게임이 연동되는 경우

    다. 승부예측 정보 거래소, 미니게임 등을 통
하여 게임머니의 이체가 가능한 경우

   5. 이용자의 게임 기량이나 능력에 따라 게임 
진행에 대한 흥미나 성취감이 유발될 수 없
고, 게임의 결과 즉 점수의 획득 여부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
하는 내용을 신청한 경우

https://www.grac.or.kr/board/Inform.aspx?bno=717&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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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게임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무용론과 규제법안 이슈분석

■ 검토배경

  ○ 최근 게임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게임업계의 기만적인 확률형 

아이템 표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이슈는 사행성 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시장건전화) 

및 게임산업의 보호 사이에서 수년 간 지속되어 옴*

* 확률형 아이템 판매와 함께 획득 확률 및 기간에 대한 허위 정보의 표시 등 거짓·과장·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를 처분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례(`18. 4.)

[표] 주요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 처분사례(18. 4.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언론보도)

구분 내용 시정조치

㈜넥슨

서든어택
· 연예인 카운트(컴플리트 가챠) 상품, 일부 퍼즐의 

획득 확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 랜덤으로 지급
된다고 표시

시정명령
공표명령(7일)

과태료 550만원
과징금 9억 
3,900만원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2

· 청약 철회 등의 기한·행사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아이템 구매 단계별 화면에 소비자와 
계약 체결 전에 적절히 표시·광고, 고지하지 않음

넷마블게
임즈(주)

마구마구

· ‘장비 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 추진 이하, 프리미엄 
장비(5성 및 6성) 획득확률을 각각 3.3배, 5배 
상승하도록 설정하였음에도, 10배 상승한다고 과장

· ‘스카우트 확률 상승 이벤트’ 추진 이하, 플래티넘 
등급 선수 등장 확률을 1.67배 상승하도록 설정
하였음에도 2배 상승한다고 표시

시정명령
공표명령(7일)

과태료 500만원

모두의마블

· 캐릭터 한정 획득 이벤트 실시 이하, 각 캐릭터를 
한정된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 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하였음에도, 대상 캐릭터를 재획득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반복 실시

시정명령
공표명령(7일)

과태료 500만원
과징금 4,500만원

몬스터길들이기

· 특정 몬스터 뽑기 상품을 매우 낮은 확률
(0.0005~0.0008%)로 판매하면서, 확률을 단순히 
1% 미만으로 표시하고, 관련 캐릭터 획득확률이 
‘대폭 상승’, ‘5배 UP’ 등 앵커링 효과*를 유발한 
기만적 유인광고를 실시

· 이후 특정 몬스터의 정확한 확률값을 공개하면서 
기존 확률을 기존보대 100배 이상 상향 조정 후, 
0.1% / 1%로 공개하여 소비자가 과거의 실제 확률도 
동일한 수준으로 오인하도록 기만

경고
과태료 500만원

㈜넥스트
플로어

데스티니차일드

· ‘차일드 소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특정 캐릭터의 
획득 확률이 0.9%에 불과함에도 1.44%로 공개하는 
등 과장

· ‘유료재화상품 페이백’ 이벤트를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 동일 이벤트를 
무기한 연장하다 상시화로 전환하여 소비자를 기만·유인

시정명령
과태료 500만원

* 앵커링 효과(Anchoring effect) : 닻을 내린 배가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비유하여, 최초에 제시된 숫자가 기준점
역할을 하여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이후의 판단에 왜곡 또는 편파적 영향을 주는 현상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 규제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게임 산업의 발전을 염두, 

게임업계에서 주장해 온 ‘자율규제’ 등 자정노력을 인정하여 지난 2015년 

이래로 자율적으로 확률을 공개하고 있음(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발족, `18. 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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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국내 게임업계의 사업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적절한 정보공개, 

허위정보 제공, 확률공개 회피 등 소비자와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 발생*

   - 국내 서비스 게임물에서 유·무료로 판매 또는 이용자에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이 변동확률 적용, 허위확률 공시 또는 이중확률 구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 심화*

* “넥슨, ‘당첨확률 제로’ 게임아이템 판매... 이용자 ”사실상 사기“”(동아일보, `21. 3. 10.), “확률형 아이템,
카지노와 99% 일치”... 게임 개발자 K의 고백“(조선비즈, `21. 3. 15.) 등

* 리니지M(NC), 모두의 마블(넷마블), 던전앤파이터 및 메이플소트리(넥슨) 등에서 확률형 아이템 변동확률,
이중확률의 적용이나 허위확률 의심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자율규제의 실효성 문제 부상

[표] 참고사례
• 메이플스토리(㈜넥슨) 확률형 아이템 사례
 - 넥슨은 2011년 메이플스토리 게임물 내에서 장비를 강화하거나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큐브’라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출시하여 판매해 옴
 - 큐브를 통해 게임물 이용자들은 아래 잠재능력 옵션을 3가지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음
: ‘몬스터 방어율 무시 +%’, ‘피격 시 일정 확률로 데미지 % 무시’, ‘피격 시 일정 확률로 일정시간 무적’,
‘보스 몬스터 공격 시 데미지 +%’, ‘몬스터 방어율 무시 +%’ 등

 - 이에, 게임물 이용자들은 획득 가능한 잠재능력 옵션 3가지를 선호도가 높은 특정 잠재능력
(보스 몬스터 공격 데미지 증가 / 몬스터 방어율 무시)으로 갖추기 위하여 유료 아이템을 지속적
으로 구매해 왔음

 - 그러나, 최근 확률형 아이템 이슈 문제로 인하여, ㈜넥슨에서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후, 메이플스토리에 공개한 “큐브의 잠재능력 
재설정 로직과 세부 확률 공개(`21. 3. 5)”에 따르면, 게임물 이용자들이 선호하였던 잠재능력 
3가지 옵션 달성이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10여년 만에 공개했음(공지사항)

   - 게임물 이용자들은 “1등이 없는 로또, ‘777’이 등장하지 않는 카지노 슬롯머신 

이용권을 판매한 꼴”로 비유하였으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무용론’,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에 관한 이슈가 재점화되기 시작



Issue & Trend Report 

6

■ 주요내용

  ○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위한 법안 현황

   - 「게임산업법」 개정에 관하여 국회에 계류하는 법안은 아래 표와 같이 총 7건이며, 

그 중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입법안은 3건에 해당

[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계류현황(`21. 3. 25. 현재)

구분
(제안일)

주요내용

2108564
(`21.03.05.)

유동수 의원 등 11인 
일부개정법률안

•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신설, 확률조작 및 컴플리트 가챠(Complete
Gacha, 또는 Kompu Gacha)*의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 부여 등

 - ‘확률형아이템’의 정의** 규정 신설
 -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 조작 금지 및 컴플리트 가챠 방식의 확

률형 아이템 서비스 금지
 -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단속 근거 마련
 - 허가취소, 과징금부과, 벌칙, 과태료에 관한 사항 개정
* 게임물 내에서 유료로 판매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등을 이용하여 교환할 수 있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흥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특정 범위의 획득확률을
가지고 다른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등으로 재교환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확률형 아이템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아이템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함으로써
새로운 게임아이템(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

2108011
(`21.02.08.)

조승래 의원 등 12인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전담기구 ‘한국게임진흥원’ 설치 근거 마련 
및 등급분류 규제완화 등

 - 콘텐츠의 한 종류로 게임물을 명시
 -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진흥·발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관 설치
 - ‘게임 중독’과 관련된 표현 삭제 및 전체이용가 외 게임이용에만 

연령을 확인하도록 완화
 - 등급분류 재분류 관련 절차 간소화(간주규정)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급분류 기능 부여

2107270
(`21.01.08.)

유정주 의원 등 10인 
일부개정법률안

• ‘확률형아이템’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제11호)
* 일정 금액을 내고 구매하지만, 구체적 종류나 효과와 성능 등은 우연적
요소(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임 아이템을 말한다.

• ‘확률형아이템’의 표시의무 부과(안, 제33조의2)
 -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 및 획득확률을 
게임물 내부에 표시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

2106496
(`20.12.15.)

이상헌 의원 등 17인 
전부개정법률안

• ‘게임물’의 개념을 ‘게임’으로 변경하고 제공업의 분류를 세분화
• 게임산업협의체(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게임사업자 대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 중소 게임사업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근거 마련
• 비영리, 교육·학습·종교 등 목적 또는 개인·동호회가 단순 공개 목적의 

창작 게임을 제작·배급하는 경우 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규정
• 등급분류시스템(게관위 구축)을 통한 게임제공자의 자율 등급분류
• 직권 등급조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근거 마련
• 게임등급, 내용정보, 확률형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표시의무 부여
• 환전, 불법프로그램 등 유해한 내용의 광고·선전행위 금지
• 국내대리인 지정(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 대상) 

제도 도입
2106027
(`20.12.02.)

김철민 의원 등 10인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의무 근거 마련 및 
학교의 장에게 연 2회 이상 게임물 이용 교육 실시 의무화 근거 마련

2105223
(`20.11.11.)

김경협 의원 등 10인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 등에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처분 및 처벌 근거의 신설

2101267
(`20.07.01.)

김예지 의원 등 11인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한 등급심사 수수료의 면제, 국가보조 등 소규모 
업체의 게임물 창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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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규제 내용

   - 확률형 아이템이 과소비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와 그것의 종류, 구성비, 획득확률 등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음

   - 특히, 최근의 개정(안)에서는 일명 ‘컴플리트 가챠(Complete Gacha or Kompu Gacha)’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내용분석

  ○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국내·외 규제 사례

   - (한국) 우리나라는 게임물을 통해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하여 법률적 

강제성을 띠는 별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게임산업의 진흥을 고려하여 업계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는 상황

* 국내 게임업계는 2018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출범하여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을

마련하고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근래는 게임광고자율규제 및 청소년보호정책으로 영역을 확대 중

[표]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 내용

*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시행기준 등 관련자료(한국게임산업협회 및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17)」을 

제정하여, 각종 아이템에 대한 정의와 함께 캡슐형 유료 아이템에 대한 운용 및 

표시의무를 정하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및 회원사 등에 자율준수를 요청*

*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내용을 잘 준수한 기업에 대한 자율규제 인증제도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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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령의 내용은 일본의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게임社에 부담요소로 예상되는 운용 프로세스(운용책임자의 선임 및 확률형아이템 비율

승인 절차 등), 추정금액의 상한 관련 표기, 독립부문에 의한 감사 등 내용은 미포함

* ランダム型アイテム提供方式を利用したアイテム販売における表示および運営ガイドライン(`16. 4.)

   - (미국) 미국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직접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통적인 차원의 도박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만 관련법으로 규제 가능

    • 미국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는 게임물 내 확률형 아이템을 실제 

도박으로 보지 않는 관점에서 엄격한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17. 11.)

    • 그러나, 게임물 이용자 등 소비층의 요구,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하여 초래된 

각종 이슈 등으로 인하여 ESRB는 물론 PEGI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내용을 등급분류 내용정보표시에 표기하도록 결정·시행(`20. 4. ~)

[표] (미) ESRB 및 (EU) PEGI 게임물 내 구매(In-Game Purchases) 관련 등급분류 표기

    • 유관단체인 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은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회원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을 추진중(`19. 8.)

    • 따라서 미국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두고 있으며, 해당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州) 법률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음

   - (EU) 유럽은 전 지역에 공통적 적용을 위한 민간주도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PEGI

(Pan-European Game Information)를 통하고 있으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는 각 

국가별로 접근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 등급분류 시 확률형아이템(인-게임 구매)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기로 한 부분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음

     ‣ GREF(the Gaming Regulators European Forum)은 도박과 게임 사이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상황에 관한 우려와 협력을 선언(`1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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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벨기에) PEGI는 ISFE(Interactive Software Federation of Europe, Founded in 1998)에 의하여 

구축되어 브뤼셀(Brussels)에 본부를 두고 있으나, 확률형 아이템(Loot Boxes or 

Random Items)에 대한 문제는 정부규제에 가까워지고 있음

     ‣ BGC(Belgian Gaming Commission)는 연구보고서(`18. 4.)를 통해 확률형아이템이 법률*에서 

정하는 도박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민간자율형 체계는 게임이용자, 

미성년자, 도박중독자를 도박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

* Belgian Act of 7 May 1999 on games of chance, betting, gaming establishments and the protection of players

(below, ‘Gaming and Betting Act’)

** 4 Factors of gambling(Game, Wager, Chance, Win/Loss) : 게임요소, 베팅, 우연성, 승/패

     ‣ 벨기에 내 확률형 게임(Game of Chance)은 법률에서 정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되며, 

사회적 또는 자선적 목표가 없는 게임 등은 해당 예외의 범주에 속하기 어려움

     ‣ 따라서 벨기에 내에서 확률형아이템(Loot boxes)은 게임 및 베팅법(Gaming and Betting Act)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음

    • (네덜란드)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사항은 정부를 통해 규제될 수 있으며, 

희미해지는 게임과 도박 사이의 경계를 다루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추진

     ‣ 네덜란드 도박국(The Kansspelautoriteit, The Dutch Gambling Authority)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우연성과 (현실)거래가능성 등을 들어 그것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18. 4.)

     ‣ 확률형아이템은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련 게임서비스 제공자는 

소관 내에서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한 라이선스 취득 불가

     ‣ 또한 네덜란드 도박국은 관련 법령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수행과 함께,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기소 될 수 있음을 발표(`18. 6.)

    • (독일연방) 근래까지 확률형아이템에 관한 사항은 민간자율규제를 통하였으나, 

최근 독일 의회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입법(안)이 제안

     ‣ 독일의 자율등급분류 기구인 USK(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

자율규제기구)는 확률형아이템을 도박을 수 볼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17. 3.)

* USK은 확률형아이템에 대하여 더 높은 연령등급 부여, 등급심의 거부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식으로

확률형아이템을 규제할 권한이 없음 등을 발표

     ‣ 관련기관인 미디어 미성년자보호위원회(Die 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도 

확률형아이템이 현행법에 따라 도박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배제하지는 않음(`18)

     ‣ 그러나, 최근 가족, 노인, 여성 및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을 

위한 제2법안을 승인하면서, 연령분류에 고려되지 않은 상호작용 위험(확률형 

아이템 등)에 관한 설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연령분류 등급의 확장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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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의회는 최초발표에서 도박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통 확률형아이템

(Loot boxes)으로 대표되는 비용 함정을 비-활성화할 계획으로 발표하면서 확률형아이템을 포함한 게임물이

18세 이상의 연령등급을 받아야 하도록 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관련 내용이 제외되었고, 위의 설명과 같이

연령분류 등급의 확장을 규정(`21. 3.)

    • (프랑스) 프랑스는 확률형아이템이 도박의 범주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도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

     ‣ 프랑스 도박국(ARJEl: Autorite de Regulation Des Jeux En Ligne)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확률형아이템의 도박 해당 여부는 그것으로 획득한 아이템의 

경제적 가치, 그 아이템의 2차 시장 거래 허용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

    •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최근까지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규제나 성명 등이 없었으나, 

최근 반독점당국과 게임물 배급사 사이의 자율규제준수 약속에 합의

     ‣ 이탈리아 시장경쟁국(AGCM, Autoritä Garante della Concorrenza e del Mercato)은 일부 게임물 

배급사가 게임 내 구매에 관한 내용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관련법에 따라 불공정한 상업적 관행을 촉발시켰다고 판단하여 청문을 실시(`19-20)

     ‣ 이에 게임물 배급사들은 게임물에 세부정보에 PEGI 등급에 관한 표시 확대 사용 

및 확률정보를 제공*히고,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자녀 등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을 보장하는 등** 조치를 약속하여 합의에 이름(`20. 9. 30. 및 11. 17.)

* 게임 내 페이지, 홈페이지 등에 확률형아이템에 관한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 유료 확률형아이템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표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무료, 무료제공 등)의 사용 지양,

구매내용(확률형아이템)과 관련된 아이템의 확률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 미성년자의 보호자에게 자녀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 관련 관리 인터페이스 등에서 ‘게임 내

구매 허용’ 여부 등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등

   - (영연방) 영연방계 국가 중 일부는 종래 확률형아이템이 각 국의 도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나, 근래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접근중

    • (영국) 영국의 확률형아이템(Loot boxes)에 대한 종래의 입장은 도박법 등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나, 최근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 

     ‣ 영국 도박위원회(UK Gambling Commission)의 보고서는 ‘확률형아이템’을 정의하고*, 

아이템이 게임 내에서만 사용되도록 제한되어 있다면 도박으로 판단하지 않음

     ‣ 그러나 보고서는 아이템이 2차 시장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취약계층에 

위험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규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

* “게임 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수집된 모든 형태의 비-물리적 목적물(무기, 스킨, 아바타, 통화 및 주문 등)”,

‘가상화폐, e-스포츠, 소셜카지노게임’ 토론 보고서(`16. 8. 및 `17. 3)

     ‣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이하 ‘디지털부’)는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확률형아이템의 법적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권고*하였으며, 영국 아동위원회(Children’s Commissioner for England)의 보고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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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에서도 게임물의 ‘화폐화’가 아동들을 도박에 가까워지게 한다고 결론**

* 도박 관련 법률을 통한 확률형아이템의 규제 필요성 권고(‘몰입형 및 중독형 기술들’에 관한 보고서, `19. 9.)

** 확률형아이템은 어린이들이 게임에 돈을 쓰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떤 사례에서는 보상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도박과 매우 흡사하다는 판단하면서, 영국 2005년 도박법 제6조

정의규정 개정을 통해 확률형아이템(Loot boxes)를 도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Gaming the System’ `19. 10.)

     ‣ 최근 영국 상원위원회(the house of lords committees)에서도 보고서를 통해 확률형아이템 

문제가 2005년 법(도박법)의 확대를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고 권고*

* 확률형아이템 문제와 도박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연관성이 있다는 학술연구결과 등을 고려,

영국 아동위원회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규제권고에 동의(‘Gambling Harm – Time for Action, `20. 7.)

     ‣ 영국 정부는 확률형아이템이 도박과 같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증자료 

수집과 검토수행을 발표하였고, 디지털부는 2020년 11월 관련 절차에 착수*

하면서 규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여겨짐

* Loot Boxes in Video Games(Call for Evidence, 2020. 11.)

    • (호주) 호주에서는 확률형아이템이 2001년 제정된 상호작용형 도박법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으나,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검토를 추진

     ‣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은 확률형아이템이 

2001년 상호작용형 도박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 확률형아이템 자체는 금전적 가치를 지니지 않고 있으므로 도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

     ‣ 하지만, 타 국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아이템이 거래될 수 있는 2차 시장이 

존재한다면 도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 호주 상원 환경통신심의위원회는 아동과 일부 취약한 성인들이 도박과 관련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하면서, 호주 내에서 게임물 및 상호작용형 

도박이 규제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하며 정부의 포괄적 대응을 촉구*

     ‣ 호주 하원 사회법률정책위원회는 정부가 18세 미만에게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확률형아이템을 비롯한 온라인 도박과 외설물 등 관련 요소의 규제를 권고

* Gaming micro-transactions for chance-based items(the Senate Standing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Comm

unications Committee, `18. 11.)

** Protecting the age of innocence(the Representatives Standing Committee on Social Policy and Legal Affairs, `20. 2.)

   - (일본) 일본은 약 60여개 게임社를 주축으로 구성된 ‘일본온라인게임협회(JOGA, 

Japan Online Game Association)’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운영 중

    • 협회 및 가맹회원사는 「온라인게임안심안전선언(`12)」을 통해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 이용환경과 시장의 건전한 형성 및 성장을 위한 목표를 선언*

* 이용약관의 사전게시, 부정행위와 금지행위(ex. 실물화폐교환, 부정접근접속 등)의 명기 및 대응, 안전한

이용방법이나 게임 내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표시,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이용요금의 상한 설정, 미성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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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보호자의 동의절차 마련, 상담창구 운영, 관계법령(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경품표시법 및

기타관계법 등)과 JOGA 가이드라인의 준수, 종업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16. 4. 1. 개정)

    • 「랜덤형 아이템 제공 방식을 위한 아이템 판매 표시 및 운영 가이드라인(`12)」을 

통해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유료뽑기의 명칭, 종류, 얻을 수 있는 아이템, 그 

아이템을 뽑을 확률과 조건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16. 4. 1. 개정)

* 랜덤형아이템(ランダム型アイテム), 유료뽑기(有料ガチャ, Gacha), 뽑기아이템(ガチャアイテム), 뽑기레아아이템

(ガチャレアアイテム, Rare) 등

   - 가이드라인에서는 유료뽑기(확률형아이템)에 대한 표시의무와 함께 이용자에게 

오인을 줄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금지, 확률조작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구축 등을 제시

    • 가이드라인은 특정 뽑기아이템을 취득할 때까지의 추정금액 또는 배율과 그 상한*을 

설정하여 표시하도록 하며, 유료뽑기를 통해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기대치상 가치가 

투입된 가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 유료뽑기 1회당 과금액의 100배 이내 또는 50,000엔 이내의 추정금액

    • 무엇보다도 유료뽑기 운영 책임자의 선임과 책임자에 의한 유로뽑기 아이템 제공 

비율 승인절차, 해당 승인 사실의 서면 기록 등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비율을 안이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시스템 설계에 유의하도록 요구

    • 특히, 금지사항으로 이용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의 금지*, 컴플리트 

가챠(Complete Gacha)를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료뽑기의 이용조건이나 뽑기아이템에 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는 경우, 유료뽑기에 대하여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유리, 그 외 이용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등

**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第3條) 및 懸賞による景品類の提供に関する事項の制限(第5項) 등 해당 규정에

따라 자율규제가 아닌 법정규제가 되고 있음을 유의

懸賞による景品類の提供に関する事項の制限(第5項)

前三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二以上の種類の文字、絵、符号等を表示した符票のうち、異なる種類の符票の
特定の組合せを提示させる方法を用いた懸賞による景品類の提供は、してはならない。

    • 「온라인 게임 비즈니스 모델 기획 설계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컴플리트 

가챠 등 법률에서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다양한 모델을 안내(`12. 7 ~)

   - (중국) 중국 문화부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규정하는 법률을 시행중(`17. 5. ~)

    • 게임의 공식홈페이지나 웹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중인 확률형 아이템과 부가가치 

서비스 이름, 성능, 내용, 수량, 합성 확률을 공개하고 90일간 관련 기록을 

유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중국내 서비스되는 자국, 외국 게임물에 적용

    • 근래는 새로운 판호 규정 내용을 공개하면서 확률형아이템의 백분율(%) 표기를 

제한하고, ‘몇 번에 한 번 획득 가능’ 등 새로운 표시를 하도록 개정(`1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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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사 점

  ○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신뢰도 저하 및 국제 경쟁력 추락 우려

   -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의 진흥이라는 목적 아래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자구노력을 

인정하면서 법적 규제를 지양하고 있으나, 이번 사례 등을 통해 그 동안의 

부작용이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판단됨

   - 최근의 사례는 우리나라 게임산업과 시장에 대한 소비자층의 신뢰를 배신하고, 

게임을 불법도박 또는 사기와 다름없는 동급으로 만들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

  ○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자구방안의 구체화 또는 법적 규제의 검토 필요

   - 세계 각 국가의 입법례와 비교하였을 때, 법률을 통해 직접 규제를 가하는 

국가는 현재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나, 근래의 많은 국가들은 

확률형아이템의 폐해를 인식하고 법적 규제를 논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 일본 또는 최근의 이탈리아 등 국가에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자구노력 제안을 수용하여 민간 자체의 통제에 의존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국가의 수행기관·단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비하여 

국내 지침·강령의 내용은 비교적 추상적이고, 관련 문제에 대한 감사절차나 

패널티 부여방안 등 게임社에 부담이 될 내용은 거의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이번 사건 등으로 인하여 손실된 게임산업의 신뢰도와 위상을 수습하고, 

향후 사건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는 자율규제방안(지침 등)의 구체화 또는 

최소한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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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ANGEL’ 통계 월 1회(매 25일) 제공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SW 제보 ‘ANGEL’서비스 2월 통계 현황

  ㅇ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 2월 한 달간(21. 2. 1. ~ 2. 28.) 

‘ANGEL(불법제보)’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는 총 91건으로 나타났으며, 

  ㅇ SW 용도별로는  일반 사무용 33건(36%), 설계(CAD/CAM) 23건(25%), 운영체제 

11건(12%), 그래픽 13건(14%), 전자출판 4건(4%), 기타 7건(8%) 순으로 제보가 접

수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SPC ‘ANGEL(불법제보)’ 서비스 `21년 2월 통계 현황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2018년 11월부터 제보 시스템과 제보 방식의 편의성을 

개선한 불법복제 SW 제보 시스템 ‘ANGEL(불법제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일,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제2021-7호) 발간일은 2021년 4월 10일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