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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센트, 韓, 美 대형 게임사/IP 보유사 인수 검토 중으로 알려짐
 12 월 韓 게임 판호 발급 이후 이어지는 긍정적 중국 발 뉴스

 게임 포함 中 재개방 시 리레이팅 가능한 컨텐츠 업종 관심 유지

판호 발급에 이은 텐센트의 한, 미 대형 게임사 인수 검토 소식
· 영국 M&A 전문 매체 TMT Finance, 글로벌 최대 게임사 텐센트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형 게임사/글로벌 IP 사 인수 검토 중이라 보도
· 미국의 게임/컨텐츠 분야 전문 중소형 ETF 운용사 Roundhill Investments 역시 트위터 통해 이 같은 내용 언급
· 12 월 컴투스 ‘서머너즈 워’가 한한령 이후 처음 중국 판호 받은 이후 들려온 이 같은 소식에 현재 국내 게임주 주가 강세
· 중국 게임사와 관련 있는 국내 게임사들
- 웹젠: 중국 인기 MMORPG ‘뮤’ IP 라이센싱 매출 큼. 중국 게임사 아워팜이 지분 19.2% 보유한 2 대 주주
- 위메이드: 중국 인기 MMORPG ‘미르’ IP 라이센싱 매출 큼. 셩취게임즈, 킹넷, 37 게임즈 등 中 게임사와 IP 관련 소송 진행 중
- 스마일게이트: 대표 FPS IP 크로스파이어 중국 국민 슈팅 게임으로 자리잡음
- 크래프톤: 텐센트가 지분 16.4% 보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중국 버전 ‘화평정영’ 중국 매출 비중 높음
- 카카오게임즈: 텐센트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지분 6.5%, 4.4% 보유
- 넵튠: 최근 카카오게임즈가 최대주주 지분(31.7%) 취득. 자회사 님블뉴런의 ‘블랙서바이벌: 영원회귀’ 중국 트래픽 한국 다음으로 높음
- 넥슨: 자회사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 中 매출 비중 높음. 던파모바일(텐센트 퍼블리싱) 中 출시 작년 8 월 연기. 과거 NXC 매각 시도
- 넷마블: 텐센트가 지분 17.5% 보유
· 보도의 진위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이 같은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은 중국 컨텐츠 시장 재개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증가 요인. 중국 시장 재개방 시 경쟁력 갖춘 국내 컨텐츠사들의 리레이팅 가능성 높음. 게임, 드라마, 엔터 등 한한령 피해 업종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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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 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