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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과정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우리나라의 정부-기업관계 변화에 대한 연

구는 산업발달 단계에 따른 정부기업관계에 대한 논의이기 보다는 정치적 맥락

에 의한 논의가 되는 경향이 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민주

화 요인에 의한 정부기업관계 논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1990년대 이후에 성장， 발

전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게 된 온라인 게임 산업에서의 정부기업관계를

살펴봄으로서， 산업의 발전 과정에 따른 정부기업관계 변화에 대한 시사점올 얻

고자한다.

본 연구는 Ev없15의 연계된 자융성 모형과 역할모텔에 의하여 정부기업관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산업 형성 단계에서는 정부기업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지 못하였지만， 이후에는 게임 산업 발전과 정부기업관

계에서의 자율성 • 연계성 강화는 서로 밀접한 관련올 가지고 있다. 정부 기업간

자융성과 연계성이 확대 · 강화되면서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자 역할에서 조력

자로서의 역할， 나아가 산파로서의 역할로 나아가고 있다.

I주제어 : 게임산업， 옹라인게임， 정부기업관계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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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in Game Industry

Seong-Rak Choi

In Korea, there is a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process of industry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politics. So, the researches on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 from

1960's to 2000's mostly focus on political democracy process,. not industry development

process itself. Therefore,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Online game industry. Online game

industry have been growing up after 1990's and now have globally com~titive power. So,

the research on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of online game industry focuses on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based on industry development, not based on political process.

On conclusion, there were no positiv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and game industry

in infant industry steps. But, the more game industry have developed, the more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has autonomy and embeddedness. And the role of government

started as 'custodian', has proceeded to 'husbandry', and has been moving to 'midwif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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