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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게임시장의 활성화가 가속화 되면서 게임을 이용하는 유 들이 매우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게임은 하나의 문화로 정립되었다. 그러나 게임문화에 맞는 정확한 분류와 표 안이 존재하지 않아 새

로운 게임의 장르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문제 이 생겨났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연구의 분류법으

로는 구분할 수 없는 장르의 분류를 해 기존의 게임장르 분류법을 기반으로 체계 인 분류를 더한 

게임장르 분류법을 소개한다.  

1. 서론

 

    어떤 생활 상이 문화로서 정립되기 해서는 그 

상에 맞는 규칙과 분류  표 이 존재한다[4]. 재 네트

워크의 향상과 게임 소 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많은 

랫폼으로 게임시장이 보다 활발해졌다. 그 결과 게

임 사용자의 격한 증가로 게임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으

며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상에 맞는 규칙  분류 표

이 필요하게 다. 이미 여러 기 과 제작업체를 통해  

게임의 장르가 분류되고 있으나 그 기 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분류 표 이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 체계로는 기존 게임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의 게임을 

분류할 수 없으며 새로운 게임 개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낼 수 없다. 한 사용자가 원하는 게임 데이터를 검색 할 

때 쉽고 빠르게 찾아낼 수 없으므로 기존 분류와는 구별

된 분류기 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게임분류 

연구의 취약 을 문제로 삼아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게임 

환경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분류법을 제시한다.

 

2. 련연구

2.1 련연구이슈

    서론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기존 게임 장르의 기 석

이라 할 수 있는 게임장르  분류는 게임의 내용형식만을 

장르로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 Adventure 게임, 액션게임, 

RPG(Role Playing Game), 략게임, 시뮬 이션, 스포츠

게임, 퍼즐게임, 게임, 캐쥬얼 게임[2][3][6] 등으로 분

류가 되어있다. 이와 같은 형식의 분류는 가장 이고 

보편 이기는 하지만, 개발되어 있는 게임의 분류를 내용

형식만으로 구분하기에는 분류하는 이의 주 인부분이 

크게 용되거나 서로 다른 입장을 표방 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의 기 가 된 게임장르 분류를 한 제안연구도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등장했다.

  

2.2 게임장르 분류를 한 제안[1][2]

   본 논문에서 기 가 된 게임 장르에 한 연구는 다음

과 같이 크게 7가지로 분류된다. 

통신 서비스별 분류

    통신 서비스별 기 은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통신등 네트워크의 활발한 보  이후 

분류의 필요성이 생긴 기 으로 네트워크의 연결 없이 실

행되는 오 라인(Off-line)과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실행하

는 온라인(On-line)으로 분류된다.

통신 매체별 분류

    통신 서비스별 기 에서 On-line에 해당되는 기 으

로 아직 우리나라는 유선 네트워크 게임을 사용자들이 더 

선호하는 상황이지만 무선 네트워크게임도 해를 거듭 할

수록 증가하고 있다. 통신 매체별 분류는 원거리통신인 

Mobile과 근거리통신인 WIFI(Wireless-Fidelity)로 분류된

다.

랫폼 별 분류

    게임 소 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랫폼을 기 으

로 게임의 명사로 불리던 자오락실과 (아 이드게임)

자오락실의 게임을 가정으로 보 한 비디오게임, 비디오

게임을 소형화 한 휴 용게임에서 핸드폰과 PC로 분류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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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출력 방식별 분류

    단순한 평면2차원 그래픽을 이용한 게임(2D)과 입체

인 3차원 그래픽을 지원하는 게임(3D)으로 분류된다. 

게임시 별 분류

    게임 시 별 기 은 그래픽 출력 방식별 기 과 다르

게 단순히 사용자가 객 으로 보는 출력 그래픽의 분류

가 아니라 실행화면에서 게이머의 이입 상태를 기 으로 

나  분류이다.

- 1인칭 시 (Back view) : 게이머가 캐릭터가 된     

   시 으로 실제 자신의 캐릭터는 보이지 않는다.

- 평면시 (Side view) : 캐릭터가 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주는 시 으로 배경이 좌우로 움직이는 횡  

   스크롤과 배경이 아래로 움직이는 종 스크롤, 두  

   스크롤을 모두 이용하는 다  스크롤 시 이 있다. 

- 3인칭시  : 게임화면에 캐릭터의 뒷모습이 보여    

   캐릭터의 행동체크와 주변상황 단을 쉽게 할 수  

   있으며 게이머가 캐릭터를 인형처럼 조종하는 느낌  

   의 시 으로 3D 게임에서 많이 쓰인다.

- Top-Down view - 카메라가 화면의 체 맵 자체  

   를 따라다니듯 이동하며 게이머가 짧은 시간 내에  

   맵 체를 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 이다.

게임 방식별 분류

    게임을 단독으로 수행하는지 실제 사회처럼 여러 사

용자와 함께 진행하는지 등의 여부를 가리는 기 으로    

사용자 혼자 게임을 진행하는 단독형 게임과 여러 사용자

와 서로 도우며 게임을 진행하는 사회형, 둘 이상의 사용

자, 혹은 컴퓨터와 겨루어 승패를 가리는 형이있다.

게임 내용별 분류

    게임의 내용이 캐릭터의 액션에 의존하여 진행 하는 

액션형 게임과 사용자의 두뇌에 의존하여 진행 하는 두뇌

형 게임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세부 사항으로 자세히 

구분했다.

- 액션형 : 게이머가 자신의 캐릭터를 조종하여 상   

  캐릭터를 공격, 방어하는 게임인 격투게임과 하나의  

  캐릭터로 총, 미사일등의 무기를 발사하는           

  FPS(First Person Shooting)와 실제의 스포츠를 게  

  임에 목한 스포츠 게임, 자동차나 탈것을 이용하  

  여 경주를 하는 이싱게임, 음악과 게임의 결합 으  

  로 박자 감각을 이용하여 타이 을 맞추는 리듬게임  

  이 있다.

- 략형 : 주인공이 게임 속 다른 상호작용을 통해   

  스토리에 맞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Adventure 게  

  임과 캐릭터의 성장과 략  투에 비 을 둔     

  RPG(Role Playing Game), 실제상황을 컴퓨터로 구  

  하여 게이머가 간 체험을 할 수 있는 시뮬 이션  

  게임, 간단한 조작으로 주어진 문제를 푸는 퍼즐 게  

  임, 일정한 Board(게임 )을 두고 정해진 규칙에 따  

  라 진행하는 Board 게임 등으로 분류 된다.

  

3. 본론

    

    기존의 정리된 게임장르 분류연구를 소개했다. 그러나 

자의 분류 역시 게임 장르의 통합된 표 이 될 수 없는 

문제 이 있다. 본 에서는 기존연구를 기반으로 한 새로

운 분류를 제안하며 기존연구와 다른 을 제안한다.

   

3.1 환경 특성에 기반 한 게임장르 분류

    본 에서는 2 에서 정리한 기존 연구에서 확장된 

새로운 분류법을 5가지로 분류한다.

다 시  변환 분류 

    게임시 별 분류에서 확 된 개념으로 3D 그래픽의 

발달이 사용자 심의 구성과 화 같은 화면구성의 연출 

기법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게임이 개발되어 기존

의 시 만으로는 분류가 표 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다 시  변환 분류를 제안한다. 

- 자동변환시  : 기획자가 이미 완성된 각본에 맞추  

   어 화의 화면처럼 카메라가 자동으로 이동하여   

   각 화면마다 여러 시 으로 변하도록 하는 방식의  

   게임

- 사용자 임의변환 시  : 게이머가 기획자처럼 게임  

   도  원하는 로 시 을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게임

디자인 방식별 분류

    그래픽이 발달하면서 디자인 방식에 한 감각도 여

러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재는 기의 만화 인 느낌

에서 사실 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사용자에 

따라 디자인 방식에 한 선호도가 다르다.

- 카툰형 : 캐릭터와 배경 등이 실제의 비율에서 어   

  나 만화와 같은 느낌을 주는 게임

- 실형 : 캐릭터와 배경 등이 실제 실세계와      

   흡사하거나 혹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임

이용 연령별 분류

    게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PC를 다룰  아는 연령

층도 넓어지자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을 분류할 등 이 

필요하게 되었다.

- 성인용 게임 : 자 그 로 성인만 이용가능한 게임

- 체이용가 게임 : 나이에 상 없이 이용가능한 게  

   임

- 연령등 가 게임 : 아동에게는 부 합하지만 청소년  

   에겐 허용할 수 있는 범 를 나타내주는 형식으로  

   12세, 15세, 18세 등으로 분류한다.

구 언어에 따른 분류

    UCC(User Created Contents)의 발달로 웹 언어와 여

러 가지 로그램 언어에 해 심을 갖는 사람이 증가

했다. 그 만큼 게임구  언어도 많은 심을 보이고 있으

며 게임을 어떤 언어(C/C++언어, JSP, Java, Flash)로 구

하기에 따라 다른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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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네트워크별

유선

무선
mobile(원거리)

WIFI(근거리)

플랫폼별

pc
온라인

오프라인

비디오게임
콘솔게임기

휴대용게임기

업소용게임

핸드폰
모바일접속형

다운로드형

그래픽출력

방식별

2차원

3차원

디자인

형식별

카툰형

현실형

시점별

1인칭시점

평면시점

횡스크롤

종스크롤

다중스크롤

3인칭시점

top-down

Isometric

다중시점변환
자동시점변환

사용자임의변환

게임방식별

단독형

사회형

대전형

게임내용별

액션형

격투게임

FPS

스포츠게임

레이싱게임

리듬게임

전략형

어드벤쳐

기본 

어드벤쳐

호러

RPG
MMORPG

SRPG

시뮬레이션

경영

전략

연애

건설

육성

퍼즐

보드

이용연령별

성인용게임

전체이용가

연령등급가

교육성
교육성

비교육성

구현언어별

C언어

Java

JSP

Flash

 

<표1> 제안하는 게임 환경 특성 기반 분류표

교육성에 한 분류

    재 컴퓨터를 사용하는 연령층은  낮아지고 있

으며 어린이들도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쉽게 근할 수 

있으므로 게임을 통한 교육이 이슈가 되었다. 교육성을 통

한 분류는 유희만을 한 목 의 게임과 유희만이 아닌 

게임을 통해 공부와 수업을 쉽게 근하도록 하려는 교육

인 게임이 있다. 

 

4. 기 효과

     본 논문에 기반이 된 게임분류법과 본 논문이 제안

한 다 시 변환 구조로 고 스런 연출력과 사용자에게 

편의를  수 있으며, 디자인 형식구조와 이용 연령별 구

조를 통해 게임 사용자의 연령 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게

임을 개발할 수 있다. 한 구 언어별 구조로 구 언어가 

지원하는 형식을 이용하여 게임데이터 이벤트를 여러 방

식으로 제작[5] 할 수 있으며 교육성 구조를 통해 다른 구

조와 융합하여 새로운 내용별 장르의 교육게임을 개발할 

수 있다.

5. 결론 

     기존의 분류법과 우리가 제안하는 분류법을 <표1>

로 도식화 해보았다. 앞으로 시간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장

르의 출 이 필연 으로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게임문화에 부합되는 표 을 제안함으로 새로운 게

임이 개발 되었을 때 장르의 부 정확성을 막아 사용자들

의 원하는 게임검색을 도울 수 있으며 기존의 게임 분류

법과는 차별된 게임기획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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