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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과 규모에 기반한 국내 최고 PC방 게임통계 서비스 

 국내 최대규모 PC방 집계를 통한 신뢰도 높은 데이터 

 정확도 높은 게임 사용시간 집계 시스템  

 실제 게임 사용시간을 바탕으로 한 게임순위 산정 

 쉽게 접하기 힘든 유니크한 국내 게임 사용통계 데이터 

 게임시장을 분석하여 ‘주간 게임동향’, ‘월간 게임동향’ 배포  

 

온라인게임 분석 기준과 방향성 제시 

방학시즌 맞은 PC방 시장, 12월 게임 이용량 11% 증가 - 게임동아 2013.01.08 

게임트릭스는 지난 12월 한달 사이의 온라인게임 PC방 이용량에 따른 종합게임순위를 금일(7일) 공개했다. 지난 12월 국내 온라인게임 
PC방 이용량 순위에서는.......- 중략 – 

[2012결산]지난 한해, 가장 사랑 받은 온라인 게임은? – 포모스 2012.12.31 

이번 시간에는 PC방 게임 전문 리서치 사이트 게임트릭스에서 집계된 온라인 게임 순위를 기준으로 올해 유저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각 장르별 온라인게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중략- 

대선 끝, 게임천하 시작…'겨울방학' 핫 뜨거!! – 조선일보 2012.12.20 

19일자 게임트릭스 pc방 점유율 순위, 지난 19일 게임트릭스에서 공개한 PC방 점유율 순위에 따르면 현재 10위 안에는 5개 업체에서 
서비스하는 게임들로 구성됐다. 엔씨소프트와 블리자드가 .....   - 중략- 

Gametric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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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trics 소개 

게임트릭스 데이터 추출방법 및 표본 현황  

 게임트릭스는 ㈜미디어웹이 개발한 PC방 관리프로그램 ‘피카에어, 피카라이브’를 통해 가맹점 약 8,500곳 중에서 지역별 가

중치를 적용하여 표본 PC방 4,000곳을 선정, 데이터를 추출 하고 있습니다.(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1.55%) 

 표본 PC방을 매일매일 새롭게 선정하는 랜덤 샘플링(무작위추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추출하는 데이터로는 게임사용시

간 및 PC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 현황, 소프트웨어 종류, PC방 가동률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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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trics 이용 현황 

 

증권 및 게임업계의 MUST HAVE ITEM 

 국내 

(1)증권사 : 게임순위정보, 게임사별 사용량을 통한 게임 분야  

                   Market  Share 분석 및 리포트 작성에 인용 

(2) 게임사 : 자사·경쟁게임 데이터 비교 분석 및 마케팅·이벤트 성과 분석  

(3) 대행사 : PC방 광고 노출횟수 및 광고효과 측정 자료로 이용 

(4) 언론사 : 게임순위게재 및 게임기사 작성에 인용 

 

 해외 

(1) 게임사 : 대한민국 내 인기게임순위 파악, 게임 트렌드 분석 

(2) 웹    진 : 국내게임순위 및 동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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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trics 주요 서비스 

게임상세정보 – 특정게임에 대한 일별, 시간대별, 지역별, 

서울특별시 구(區)별 상세한 게임사용데이터 제공 

순위정보 게임상세정보 

 순위정보 –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표본 PC방에서 집계한 사용시간,  

PC방당 사용시간, 실행 PC방 수, 체류시간, 게임접속자수, 아이템 판매 

데이터 별 순위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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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trics 주요 서비스  

PCBangtrics – PC방에서 사용중인 하드웨어 사양, 소프트웨어 

종류, PC방 가동률에 관한 데이터 제공 

종합게임지수 PCBangtrics 

 종합게임지수 – 게임사용량 증감추이를 보기 쉽게 지수화 한 것이며, 

장르별 점유율과 게임사별 사용량, 게임등록현황에 대한 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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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trics 주요 서비스  

 월간게임동향 – 게임트릭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월 게임시장 

변화와 흐름을 분석하여 리포트로 제공 

주간게임동향 월간게임동향 

 주간게임동향 – 게임트릭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1주일 매주 게

임시장 변화와 흐름을 분석하여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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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trics 용어정리 

용   어 설    명 

사용시간 

전국 표본 PC방에서 집계한 각 게임 사용시간 합으로, 게임트릭스에서는 전국 표본 PC방에서 집계한 각 게임 사용시간을 전국 PC방(15,817개) 
비율로 환산하여 추정합니다. 
 
*표본PC방 = 4,000개 
*전국 PC방 =15,817개 
*보정값 = 3.9 

점유율 
해당 검색일(또는 기간)에 특정게임(또는 장르)이 전체 게임(또는 장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수로써, 특정 게임(장르)사용시간/전
체(장르) 사용시간으로 산출합니다. 

PC방당 사용시간  
1개 PC방에서 특정 게임을 평균 몇 분 동안 실행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게임) 사용시간을 PC방수로 나눈 값입니다. 
* PC방당 사용시간 = 사용시간 / PC방수 

실행 PC방수 PC방수는 표본 PC방 4,000곳 중 특정게임이 실행된 PC방수를 나타내며, 전국PC방(15,817개) 비율로 환산하여 표시합니다. 

체류시간 
특정게임을 1회 실행했을 때 평균적으로 몇 분 동안 사용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정 게임 사용시간을 이용횟수로 나눈 값입니다. 
* 체류시간 = 사용시간 / 이용횟수 

게임접속자수 
게임접속자수는 게임클라이언트가 특정 시점에 실행된 수를 말합니다. 
*평균접속자수 : 특정시점 실행된 게임클라이언트 수 평균값 (10분마다 실행된 게임클라이언트 수를 집계함) 
*최대접속자수 : 특정시점 실행된 게임클라이언트 수 중 최대값 

이용횟수 
해당 검색일(또는 기간)에 전국 표본 PC방에서 특정 게임을 몇 회 실행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게임 클라이언트를 한번 시작했다가 종료하면 1회로 산정합니다. 

시간별 게임정보 
각 게임 사용시간을 24시간으로 세분화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해당 게임 피크타임 및 주요 사용 시간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락율 해당 검색일 데이터를 기준일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등락폭이 어느 정도인가를 표현한 지수입니다. (전 일 대비 평균사용시간 등락율) 

종합게임지수 
종합게임지수는 게임트릭스가 조사하고 있는 전체 게임 사용량 변동을 간편하게 살펴 볼 수 있도록 만든 지수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종합주가지
수를 산출하는 것처럼 기준일인 2003년 4월 1일 측정치를 100으로 보고 일별 게임 이용량 측정치를 비교한 수치입니다. 종합게임지수를 통해 
계절이나, 방학, 휴가, 연휴 등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시계열 분석)는 물론 전체 게임 시장 변화를 간략하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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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trics 서비스 사용안내 

부가세포함 골드 실버 라이트 비고 

1개월 440,000 143,000 44,000 - 

3개월 1,293,600 420,420 129,360 2% 할인 

6개월 2,580,000 815,100 250,800 5% 할인 

12개월 4,752,000 1,544,400 475,200 10% 할인 

월 사용료 골드 실버 라이트 무료 

(VAT별도) 400,000원 130,000원 40,000원 - 

엑셀 다운로드 가능 가능 불가능 - 

최대검색일자 48개월 24개월 6개월 - 

순위 사용량 상승·하락 모든게임 30위 10위 - 

정보 게임사용량 200위 150위 100위 50위 

  PC방당 사용시간 200위 150위 100위 - 

  실행 PC방 수 200위 150위 - - 

  체류시간 200위 150위 - - 

  PC방 동시접속자수 200위 - - - 

  아이템판매 200위 - - - 

게임 일자별 게임정보 모든게임 모든게임 100위 - 

상세 시간별 게임정보 모든게임 모든게임 - - 

정보 지역별 게임정보 모든게임 - - - 

  지역별 상세 게임정보 모든게임 - - - 

  게임비교분석 10개 5개 - - 

종합 종합게임지수 다운로드 다운로드 열람 - 

게임 게임등록현황 다운로드 다운로드 열람 - 

지수  장르별 지수 다운로드 다운로드 열람 - 

  게임사별 사용량 다운로드 - - - 

뉴스 

GT 리포트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 

게임 뉴스 

모든 회원 이용 가능 하드웨어 뉴스 

소프트웨어 뉴스 

PCBangtrics 

하드웨어 

베타 서비스 (모든 회원 이용 가능) 소프트웨어 

PC방 데이터 

검색기간 및 검색일자 골드 실버 라이트 무료 

순위정보 
최대검색일자 48개월 24개월 6개월 - 

최대검색기간 3개월 1개월 1개월 - 

게임상세정보 

일자별게임정보 
최대검색일자 48개월 24개월 6개월 - 

최대검색기간 12개월 6개월 1개월 - 

시간별게임정보 
최대검색일자 48개월 24개월 - - 

최대검색기간 1개월 1개월 - - 

지역별게임정보 / 최대검색일자 48개월 - - - 

지역별상세게임정보 최대검색기간 6개월 - - - 

종합게임지수  
최대검색일자 48개월 24개월 6개월 - 

최대검색기간 12개월 6개월 1개월 - 

<등급별 요금> 

• 유료회원에게는 매주 화요일 주간게임동향과 매월 초 월간
게임동향(GT리포트)을 메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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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맙 습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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