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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 아케이드 게임업체, 가정용 전자오락 게임기 9월 발매

◾ 미국의 게임기기 제작업체인 ‘아케이드 원업(Arcade 1Up)’이 추억의 오락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가정용 아케이드 게임기”를 오늘 9월 말 북미지역에 출시할 예정

▸ 가정용 아케이드 게임기기는 게임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게임기의 케이스 크기

를 3/4으로 줄여 가정에 비치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다운사이징한 것임

▸ 아케이드 게임은 흔히 우리나라에서 전자오락이라 부르는 “비디오 게임”과 미니 농구, 

에어하키 등의 “체감형 게임”을 통칭하는데, 가정용 게임기기는 이중 비디오 아케이드 

게임기기를 지칭함

▸ 아케이드 원업이 출시할 게임기기는 높이 45.8인치(약 116cm)×세로 23인치(약 58cm)×

폭 19인치(약 48cm)이며 무게는 63파운드

(약 28.6kg)이고, 판매 가격은 299달러로 예

정되어 있음

▸ 아케이드 원업은 모두 5가지 기기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데, 각 기기별로 수록되어 

있는 게임 타이틀이 다르며, 기기별 대표 

게임은 ‘스트리트 파이터2’, ‘파이널 파이

트’, ‘램페이지’, ‘애스터로이드’, ‘센티피

드’ 등임

▸ 모두 게임 개발업체들로부터 정식 라이선

스를 받았고, 기기의 외관에는 대표 게임을 응용한 복고풍 디자인이 입혀져 있으며, 컨

트롤러 부분도 아케이드 게임 기기와 같은 원형 버튼과 조이스틱이고 디스플레이는 17

인치 LCD 스크린을 채택하고 있음

▸ 아케이드 원업은 부품을 배송 받은 후 직접 조립해야 하는데, 조립에 필요한 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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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케이드 원업의 가정용 오락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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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만으로 충분하며, 4 종류의 나사와 디스플레이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2개의 

코드, 그리고 12 종류의 부품을 조립하면 됨

▸ 처음에는 판매가격이 399달러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월마트와 게임스탑에서 예약 주문

이 시작되면서 월마트가 먼저 299달러로 인하하였고 게임스탑도 이를 따랐음

◾ 가정용 오락기기는 국내에서도 레트로 흐름을 타고 2016년부터 50만 대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게임업체들이 정식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연예인들이 집안에 전자오락 게임기기를 설

치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으며, 크기는 아케이드 원업보다 작음

▸ 가정용 게임기기는 소위 ‘월광보합’이라 불리며, 구매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직구 

대행사를 통해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청계

천 대림상가나 영등포 유통상가 등에서 자

체 제작한 것을 사는 것임

▸ 가정용 아케이드 게임기의 인기는 ‘레트로

(retro)’ 현상의 하나로 이해되는데, 예전 

오락실 추억을 간직한 중년 부모들이 자녀

와 함께 하기 위해 주로 구매한다고 함

▸ 한편, 월광보합류의 미니 아케이드 게임 기

기들은 대부분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들인데, 이들의 판매가 급증하자 게임 타이틀 저작권을 보유한 SNK, 세

가, 반다이남코 등이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거나 준비하고 있음

▸ 이들 게임업체가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직접 미니 게임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이며, 

제품 출시 전에 불법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의 주요 아케이드 게임업체들이 가정용 아케이드 게임기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추억의 전자오락 게임이 다시 한 번 붐을 일으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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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판매중인 가정용 오락게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