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5

http://dx.doi.org/10.7230/KOSCAS.2015.39.365

모바일 게임에서의 문화융합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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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현대사회는 산업화사회와 정보화사회를 거쳐 문화중심사회로 이동하며 전통적

인 체계가 해체되고 새로운 통념의 융합으로 탈경계화를 가속하며 확장돼 가고 있

다.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게임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문화융합이 이뤄

지고 있다. 특히 게임에서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은 부족한 콘텐츠를 대체

하고 다른 게임과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마케팅 수단으로 인

식되며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모바일 게임에서 활용되고 있는, 문화융합의 한 유형인 콜라보레이션 

사례 조사를 통해 그 유형을 탐구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게임에서 활

용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의 특성을 파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국내외 모바일 게임에 활용된, 대표적 

콜라보레이션 게임 사례를 대상으로 탐구하였는데 모바일 게임에서의 콜라보레이

션은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콜라보레이션, 상품과의 콜라보

레이션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세 가

지 유형 중에 캐릭터를 활용한 콜라보레이션 종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

데 이들은 게임 간의 캐릭터 활용,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활용, 만화·웹툰의 캐릭터 

활용, 스타 활용, 위인 활용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사례 탐구를 통해 모바일 게임에서의 콜라보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① 컨버전스형 융합으로 이종업종 간 콜

라보레이션 사례가 많다. ② 캐릭터를 활용한 콜라보레이션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

다. ③ 콜라보레이션에 사용된 콘텐츠의 소비 주 연령층이 게임의 주 타깃 연령층

과 같다. ④ 인지도가 높은 요소를 채택해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다. ⑤ 게임의 위

상과 파급력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모바일 게임 산업에서 문화융합의 한 유형인 콜라보레이션의 활용 방

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관련 연구와 이론적 지평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산업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제어 : 콜라보레이션, 문화융합, 문화브랜드, 모바일 게임, 게임산업, 

           문화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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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는 산업화사회, 정보화사회를 거쳐 문화중심사회로 

이동하며 전통적인 체계가 해체되고 새로운 통념의 융합으로 탈

경계화를 가속하며 확장돼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각 분

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산업에서도 텍스트 간은 물

론 장르, 포맷, 플랫폼 등 전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다양한 

유형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다.’1)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선도적 역

할을 하고 있는 게임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외 게임산업은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 사람들이 가정용 콘

솔기기 혹은 컴퓨터가 있어야 향유할 수 있었던 게임을 일상에서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게임유저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서 국내외 모바일 게임산업은 온라인게임 이후 가장 혁혁한 성과

를 이룩하며 발전해 가고 있다.

현재 글로벌 모바일 게임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 모바일 게임시장은 2013년에 일본 콘솔 게임시장 규모를 

추월했으며, 2013년 10월 이후에는 미국을 추월하며 글로벌 1위 

모바일 게임시장으로 성장’2)하였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시장 활

성화 이후 가장 큰 수익을 올린 대표적 기업은 일본의 모바일 게

임회사 ‘겅호 온라인 엔터테인먼트’3)(이하 겅호)이다. 겅호는 

2013년 총매출로 전년대비 531.5% 증가한 1,630억 6천만엔(환화 

약 1조 7,327억원)을 올렸고, 이중 순이익으로만 547억 6,800만

엔(환화 약 5,819억원)을 벌어들였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는 

2013년 가장 많은 모바일 히트작을 냈던 ‘CJ넷마블’이 전년대

비 134% 증가한 4,968억원의 매출을, ‘위메이드 엔터테인먼

트’(이하 위메이드)는 전년대비 1,037% 증가한 1,408억원의 매

1) 김영만·유희주, 『문화융합과 장르 간 공생적 경계 넘기』, 빠른거북이(서

울), 2012, p.11

2) 스트라베이스, 『글로벌 게임산업 트렌드 2014년 상반기』, 통권 17호, 한국콘텐

츠진흥원, 2014, p.3

3) GungHo Online Entertainment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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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올렸다.4)

겅호나 CJ넷마블처럼 모바일 게임을 통해 큰 수익을 얻는 사례

가 많아지자 모바일 게임 제작이 활성화되었는데 모바일 게임 개

발은 기존의 다른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게임보다 개발시간, 인

력, 비용까지 모두 간소하다. 이에 기업들은 단기간 내에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더 많은 게임을 개발, 출시 할 수 있게 되었으

며, 기존 게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됐던 유료화 모델이 모바

일 게임에도 도입되며 수익구조 역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의 간소화와 수익구조 때문에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모바일 게임이 과잉공급 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와 같은 모바일 게임의 과잉공급과 경쟁으

로 인해 게임의 차별성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는데 기업들은 이

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타 콘텐츠와의 콜라보레이션

(collaboration)에 주목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게임에서의 콜라보레이션은 부족한 콘텐츠를 대체하고 다른 게

임과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다. 이미 일

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콜라보레이션이 게임산업에 활발하게 활

용되고 있다.5) 겅호가 최고 수익의 모바일 게임회사가 된 이유도 

콜라보레이션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겅호는 타 게임과의 차별성

을 주기 위해 주기적으로 타 매체와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펼

쳐왔다. 국내에서도 모바일 게임시장의 급부상과 규모 확대로 인

한 게임경쟁이 심화되자 겅호와 같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콜라보레이션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게임에까지 콜라보

레이션이 도입되고 있다.

이렇듯 ‘일본에서 동종산업 또는 이종산업간 제휴를 통해 기

존과 다른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 상품 등을 개발하는 콜라보레

이션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콘솔 게임 업계에서는 기록

적인 글로벌 판매고를 올리는, 인기 콜라보레이션 타이틀을 다수 

4) 남정석, “한국 게임사, 2013년 어떤 실적 거뒀나?”, 『스포츠조선』, 2014

년 2월 23일

5) 본고 2장 2절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콜라보레이션 역사에 대해 논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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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해왔으며 모바일 게임 업계 또한 신선한 콜라보레이션 게임

들을 선보이고 있다.’6)

본 연구는 모바일 게임에서 활용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 사례 

조사를 통해 그 유형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게임에

서 활용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의 특성을 파악해 보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에 국내외 모바일 게임에 사용된 콜라보레이션 사례를 탐구

하기 위해 관련 연구 자료, 언론·방송, 그리고 게임 관련 사이

트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찰하겠다. 그리고 본 연구의 사례조사 

범위는 모바일 게임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국내외 모바일 게임에 활용된, 대표적 콜라보레이션 사례

를 대상으로 한다.

모바일 게임에서의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어 

본 연구는 모바일 게임 산업에서 콜라보레이션 활용 방안을 수립

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관련 연구와 이론적 지평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산업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

대된다.

Ⅱ. 이론적 고찰

1. 문화융합의 개념과 특성 

최근 ‘문화융합’이라는 용어가 부상하고 있다. ‘문화융합은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 문화들이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것을 넘어

서 또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한

다. 특히 문화산업적인 측면에서 문화융합은 두 가지 이상의 문

화가 서로 어울려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의 기능적 또는 

상호작용의 개념’7)으로 사용되고 있다.

6) 정책연구본부 방송콘텐츠연구부, 「일본 콘텐츠 업계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 『동향과 전망 : 방송·통신·전파』 통권 64호, 한

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3, p.68

7) 송화·김용범, 「박목월 서정시의 김연준 예술가곡화 연구 - 문화융합의 원리를 

중심으로」, 『音樂論壇』 제27집(2012),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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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합은 산업적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융

합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또 가속화되면서 콘텐츠의 향유요

소를 강화하고 소비자 편리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확

대되고 발전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문화융합은 결합방식과 성격에 따라 기능 중심의 컨버

전스(convergence) 유형과 새로운 성격을 가지는 퓨전(fusion)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8)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것들이 결

합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결합된 결과물의 성질은 다르다. 즉, 

컨버전스 유형의 융합 결과물은 결합 요소들의 고유한 성질을 유

지하면서 기능이나 성능이 강화되는 반면에 퓨전 유형의 융합은 

새로운 성질의 결과물을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9)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컨버전스 유형의 문화융합 : A0 + B0 + … + K0 = A0 B0…K0 

                             또는 A1 B1…K1

  퓨전 유형의 문화융합 : A0 + B0 + … + K0 = Z0

즉, 컨버전스 유형은 서로 다른 것들이 결합되어 각각의 성질

을 유지하는 병렬식, 물리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퓨전 유형

은 서로 다른 것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성질을 만들어내는 화학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콘텐츠 산업의 융합유형은 기존 콘텐츠 산업의 

강화, 플랫폼 기반 콘텐츠 산업의 확장, 타산업과 결합 및 콘텐

츠 산업간 결합, 새로운 콘텐츠 산업 창조로 구분’10)되기도 하

8) 이들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컨버전스(convergence)는 2004년 국립국

어원 '신어' 자료집에 수록된 단어로 ‘여러 기술이나 성능이 하나로 융합되

거나 합쳐지는 일’을 의미하고, 퓨전(fusion)은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것을 섞어 새롭게 만든 것’이다.

9) 김영만·유희주, 앞의 책, p.13

10) 박용재 외, 「콘텐츠 산업의 융합 유형별 사례 및 전망」, 『전자통신동향분

석』 제25권 제5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0,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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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콜라보레이션의 개념

Morris and 

Hergert 

(1987)

공유된 목표를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한 기업들 간의 

연계활동.

Mattessich 둘이나 둘 이상의 조직이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는데 일반적으로 융합콘텐츠는 콘텐츠 간 융합, 새로운 매체, 새

로운 플랫폼과의 융합, 제조 및 서비스업 등 타산업과의 융합으

로 나눠 볼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대 표 사 례

콘텐츠 간 융합
에듀테인먼트, 

실사와 애니메이션의 융합 등

새로운 매체와의 융합 방송통신융합 콘텐츠 등

새로운 플랫폼과의 융합 디지털 가상세계, u-러닝 등

타 산업과의 융합
가상현실 콘텐츠 (가상의료, 

체험형 관광, 시뮬레이션) 등

표 1. 융합형 콘텐츠 분류11)

 

2. 콜라보레이션의 효과

앞 절에서 문화융합의 개념과 그 특성을 알아보았는데 문화융

합의 한 방안인 콜라보레이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콜라보레이션의 개념

우선 기존에 논의된 콜라보레이션 개념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11) 문화체육관광부, 『차세대 융합형콘텐츠 육성 전략』, 2008,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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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sey

(1992)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

이경국

(1999)

보편화된 독립적인 조직에 일정 기간 동안 상호 대등한 

관계를 맺는 형태를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규정.

홍원표

(2006)

둘 이상의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역량을 결합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장 및 

기술 경쟁상의 강점을 함께 나누는 일정 기간 동안의 

협력관계.

김지선

(2006)

단일 브랜드가 신제품을 개발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제품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

김훈실

(2007)

두 개 이상의 주제가 만나 협업을 하는 현상이라고 

지칭하고 브랜드나 기업, 혹은 독자적인 개입을 포함하는 

콜라보레이터(협업주도자)와 콜라보레이티(협업 파트너)가 

협력적이고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협업을 하는 것.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실전마케팅

학회

(2013)

둘 이상의 브랜드가 만나 협력을 통해 1+1=2 이상의 가치를 

내는 콜라보레이션 작업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전제 하에 이루어진다.

표 2. 콜라보레이션의 개념12)

이러한 주장들로부터 콜라보레이션 개념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만나 더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 한다’

는 점인데 ‘콜라보레이션이 각 브랜드에게 이미지의 변화, 타켓

의 확장, 고부가가치 창출, 제품차별화의 기회를 제공’13)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콜라보레

이션은 ‘단순한 협업의 개념이 아닌, 둘 이상의 주체가 만나 공

12) 장청건·박찬음, 「브랜드 아이덴티티 측면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콜라

보레이션 전략 연구」, 『다자인지식저널』 Vol.23(2012), p.226.; 연세대학

교 경영학과 실전마케팅학회, 「브랜드의 매력적인 변신, 콜라보레이션」, 

『마케팅』 Vol.47 No.2(2013), p.63.

13)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실전마케팅학회,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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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화, 부가가치 창출, 타깃(target)의 확

장과 같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논의를 

진행해 가고자 한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은 둘 이상의 

주체가 만나 공동의 협력을 통한다는 점에서 문화융합의 한 유형

인 것을 알 수 있다.

2) 게임에서의 콜라보레이션 역사와 효과

게임에서의 콜라보레이션은 일본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게임 콜라보레이션의 시작 역시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SNK’사는 아케이드 게임장에 슈팅 게임을 공급하는 중

소개발업체였으나 ‘CAPCOM’사의 〈스트리트파이터2〉가 인기를 

끌자 이를 기본 골조로 한 아류작 〈아랑전설〉과 〈용호의 권〉

을 제작하며 격투게임 제작회사로 유명세를 떨쳤다. SNK사가 

CAPCOM사의 인기를 넘어서게 된 계기는 SNK사의 〈아랑전설〉, 

〈용호의 권〉, 〈사이코 솔져〉 게임의 캐릭터를 콜라보레이션

한 〈킹 오브 파이터즈 94〉를 1994년에 발매하면서다. 〈킹 오

브 파이터즈 94〉는 SNK사에서 출시한 다양한 게임의 주인공들이 

모여 싸우는 드림매치라는 콘셉트로 당시 게이머들에게 큰 인기

를 얻었다. 〈킹 오브 파이터즈 94〉는 단순 팬서비스 차원에서 

제작된 게임이지만, 처음으로 캐릭터 콜라보레이션을 게임에 적

용하여 게임의 신선함과 캐릭터들이 주는 매력적 요소들을 강화

시켜 타 게임과 차별성을 이루며 성공하였다. 이와 같은 〈킹 오

브 파이터즈 94〉 게임의 캐릭터 콜라보레이션 성공사례는 일본 

게임산업에 많은 영향력을 미처 이후 일본 게임에서 캐릭터를 활

용한 콜라보레이션이 널리 활용돼 오고 있다.

한편 일본 컨설팅 업체인 ‘FunaiSoken’사는 업종 및 업무형

태를 기준으로 한 콜라보레이션 난이도 및 효과를 분석해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업체들 간 콜라보레이션의 경

우, 동종업종 및 동종업무 형태에 해당하므로 가장 난이도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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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면 콜라보레이션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게임과 요식업, 음악과 패션 등 이종업종 및 이종업

무 형태 간 콜라보레이션은 난이도 및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14)되었다. 즉 업종과 업무형태, 특히 업종이 상이할수록 

콜라보레이션 성과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콜라보레이

션이 보다 혁신적으로 진행될수록 게임 유저들의 향유요소가 강

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게임에 적용되어 온 콜라보레이션은 다른 게임의 캐릭

터를 등장시키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이를 〈그림 1〉의 분석

자료에 적용시켜 보면 게임에서의 콜라보레이션은 ‘동종업종-동

종업무’, 혹은 ‘동종업종-이종업무’ 형태로서 쉬운 난이도를 

기반으로 낮은 효과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논의

를 계속 진행해 가겠다.

그림 1. 콜라보레이션 유형별 난이도 및 효과 예시(4점 만점)15) 

14) 정책연구본부 방송콘텐츠연구부, 앞의 책, p.69

15) 같은 책, 재인용.

    cf. FunaiSoken사는 업종 및 업무형태에 따라 콜라보레이션 난이도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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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바일 게임에 활용된 콜라보레이션 유형 및 특성

1. 유형별 사례 분석

모바일 게임에 활용된 콜라보레이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이

는 콘솔 게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콘솔 게임에서의 콜라

보레이션은 타 장르, 타 게임의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것을 위주

로 하는 반면 모바일 게임에서는 이런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기도 

하지만, 특정 기간 동안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진행하고 그 기

간 동안 각 작품의 캐릭터, 아이템, 스테이지 등을 다른 게임 안

에 등장시키는 방식도 도입되고 있다. 이는 콘솔 게임에 비해 모

바일 게임의 생명력이 짧기 때문이다.16) 

모바일 게임에 활용된 콜라보레이션 유형은 콘텐츠 간 융합, 

타 산업과의 융합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해 국내외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바일 게임과 아티스트의 콜라보레이션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자사의 모바일 게임 〈에브리타

운 for Kakao〉에 인기 만화작가 천계영을 콜라보레이션 하였다. 

위메이드는 천계영의 인기 웹툰 〈드레스코드〉를 바탕으로 게임

의 새로운 업데이트를 진행하였으며 천계영의 캐릭터를 마을 NPC

로 등장시켰고 천계영이 유저가 〈드레스코드〉를 테마로 꾸민 

마을 중 우수마을을 천계영 작가가 직접 선정하여 선물을 증정하

게 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이는 아티스트가 직접 게임에 출

현한 사례로 게임 산업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형태의 콜라보레

이션이다. 

를 4점 만점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타 유형의 난이도와 효과에 대한 상

대적 점수로서 절대 평가 점수가 아님.

16) 구지원, “콜라보레이션 마케팅 인기 왜”, 『더게임스』, 2013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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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에브리타운〉과 작가 천계영의 콜라보레이션17)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은 기존에 패션디자인 혹은 산업디

자인과 같이 산업예술로 인정받는 분야에서는 많은 사례가 있었

으나 게임 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모바일 게임과 

아티스트의 콜라보레이션 사례는 게임의 위상이 과거보다 높아져 

산업예술의 한 분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른 분

야의 아티스트가 모바일 게임과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면서 콘텐츠 

영역이 더욱 새롭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유형은 작가가 게임 내에서 독립된 숍을 유지하고, 또한 이

벤트에도 참여했다는 점에서 컨버전스 유형의 문화융합에 가까우

며, 한편 이는 이종업종-이종업무 형태에 해당된다.

2) 모바일 게임과 캐릭터의 콜라보레이션

(1) 게임 간의 캐릭터를 활용한 콜라보레이션

일본의 모바일 게임회사 ‘겅호’는 〈퍼즐 앤 드래곤〉을 

2012년에 출시하였고, 이는 현재도 일본에서 가장 오랫동안 인기 

있는 모바일 게임이다. 겅호의 주요 경영 전략은 콜라보레이션이

다. 겅호는 주기적으로 〈배트맨 : 아캄 오리진〉, 〈발차기공주 

돌격대〉, 〈크래쉬 오브 클랜〉, 〈몬스터 헌터〉와 같은 유명 

게임의 캐릭터들을 〈퍼즐 앤 드래곤〉과 콜라보레이션 했기 때

문에 모바일 게임에서 주로 나타나는, 빠르게 소비되는 콘텐츠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으며 2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일본에

서 가장 인기 있는 모바일 게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17) 에브리타운 공식 사이트, 

http://weme.wemade.com/game/game_info.asp?GmCod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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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전〉 시리즈로 유명한 국내의 게임 개발사 ‘소프트맥

스’는 〈창세기전3 파트2〉 이후로 이렇다 할 인기작 없이 내리

막을 걷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모바일 시장을 겨냥한 카드 RPG 게

임 〈이너월드〉를 출시하였다. 초반 〈이너월드〉의 게임 마케

팅 전략은 자사의 인기 타이틀이었던 〈창세기전〉과 〈포리프〉

의 캐릭터들을 콜라보레이션한 카드를 〈이너월드〉 초기 사용자

에게 무료 배포하는 전략이었고 이는 기존 〈창세기전〉과 〈포

리프〉의 올드팬들 모두를 〈이너월드〉의 고객층으로 전환시키

는데 성공하였다.18) 

  

그림 3. 〈퍼즐 앤 드래곤〉과 〈몬스터헌터〉,〈이너월드〉19)

 게임 간의 캐릭터를 활용한 콜라보레이션은 자신이 좋아하는, 

혹은 추억을 자극하는 캐릭터를 다른 게임에서도 만나보고 싶은 

게임유저들의 욕구를 적절히 자극하는 마케팅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게임 내에서 다른 게임의 캐릭터가 참여해 일정 역

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컨버전스 유형의 문화융합에 가까우며 

동종업종-동종업무 형태에 해당된다.

(2)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활용한 콜라보레이션

애니메이션은 ‘만화영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과거 〈로보트 태권V〉부터 〈아기공룡 둘리〉, 〈뽀롱뽀롱 뽀로

로〉까지 이들 애니메이션에는 매력적이고 애호 받는 캐릭터들이 

18) 임영택, “카드게임, 애니에서 인기 아이돌까지…이색 콜라보 화제”, 『매

경게임진』, 2013년 7월 25일

19) 소프트맥스 공식 사이트, www.soft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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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김청기 감독의 애니메이션 〈로보트 태권V〉는 국내에서 30년 

만에 재개봉 되었을 정도로 매우 인기 있는 작품이다. 국내 모바

일 게임회사 ‘씨투디게임즈’는 〈로보트 태권V〉를 TCG 모바일 

게임 〈기계전사V〉와 콜라보레이션 하였다. 씨투디게임즈는 

〈기계전사V〉를 플레이하는 유저들에게 게임 내 태권V의 캐릭터 

카드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발매 후 실사풍의 카드 일러스트와 

함께 〈로보트태권 V〉와의 콜라보레이션 등이 화제가 되며 출시 

3일 만에 티스토어 무료 게임 순위 1위에 올라섰다.’20)

김수정 작가 원작의 〈아기공룡 둘리〉는 유명 TV 애니메이션

으로 극장판까지 제작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다. 씨투디

게임즈는 〈아기공룡 둘리〉를 육성 모바일 게임 〈드래곤 파라

다이스〉와 콜라보레이션 하였고, 게임 내 둘리 캐릭터를 유저들

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 이는 TV 애니메이션 속에서만 존재하던 

둘리를 등장시켜 게임유저들의 추억을 자극하는 등 색다른 재미

를 주었다.21) 

아이들의 대통령 〈뽀롱뽀롱 뽀로로〉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중 하나이다. ‘위메이드’는 뽀로로 캐릭터를 

모바일 슈팅 게임 〈날아라 팬더 for Kakao〉와 콜라보레이션 하

였고, 뽀로로TV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모든 유저들에게 게임 

내 뽀로로 게임 캐릭터를 제공하였다.

〈로보카 폴리〉는 로봇으로 변신하는 차량구조대 이야기를 다

룬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저 연령층

에서는 〈뽀롱뽀롱 뽀로로〉와 함께 양대 우상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CJ 넷마블’은 스마트폰 레이싱 액션게임 〈다함

께 차차차 for Kakao〉에 국민 애니메이션 〈로보카 폴리〉를 콜

라보레이션 하였다. 

20) 김현진, “씨투디게임즈 기계전사V, 태권브이 콜라보 카드 6종 업데이트”, 

『뉴스천지』, 2013년 6월 23일

21) 김지연, “모바일게임 ‘드래곤 파라다이스’, 아기공룡 둘리와 콜라보레이

션”, 『인벤커뮤니케이션즈』, 2013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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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날아라 팬더〉와 〈뽀로로〉22), 

〈다함께 차차차〉와 〈로보캅 폴리〉2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바일 게임에서 애니메이션 캐릭

터와의 콜라보레이션은 게임의 차별적 마케팅을 위해 유명 애니

메이션의 캐릭터들을 게임 장르와 어울리게 콜라보레이션 하였

다. 이는 인지도가 높은 캐릭터들이 게임과 콜라보레이션 되어 

친근감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홍보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애니메이션 애청자들을 게임유저로 신규 유입하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유형은 게임 내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참여해 일정 역할

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컨버전스 유형의 문화융합에 가까우며 이

종업종-동종업무 형태에 해당된다.

(3) 만화, 웹툰의 캐릭터를 활용한 콜라보레이션

국내 모바일 게임회사 ‘엔터메이트’는 자사의 게임 〈텐버드 

for Kakao〉와 네이버 인기 웹툰 〈일상날개짓〉을 콜라보레이션 

하였다. 〈일상날개짓〉의 캐릭터인 돼지양과 꼬꼬댁씨를 게임의 

한정판 특별 캐릭터로 구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게임유저에게 무

료로 제공하였다. 또 다른 국내 모바일 게임회사 ‘넥스트플로

어’ 역시 네이버 인기 웹툰과 콜라보레이션 하였다. 〈용이산

다〉는 드래곤과 인간이 공존하는, 국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22) 날아라팬더 for Kakao 공식 사이트,

 http://weme.wemade.com/game/game_info.asp?GmCode=28

23) 다함께 차차차 for Kakao 공식 사이트, www.netmarble.net/mobile/cha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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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되는 판타지 일상물이다 ‘넥스트플로어’는 〈용이산다 시

즌2〉 프롤로그에 등장한 신규 캐릭터를 자사의 게임 〈엘브리사 

for Kakao〉에 등장시켰다.

‘겅호’는 일본에서 꾸준히 인기순위 1위를 지켜오던 〈퍼즐 

앤 드래곤〉의 순위가 2위로 하락하자 초대형 콜라보레이션을 연

속해서 시행하였다. 1차로는 일본에서 마니아층이 두터운 소년 

만화 〈세인트세이야〉의 캐릭터를 콜라보레이션 하였고, 2차로

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만화 중 하나인 〈드래곤볼〉의 캐

릭터를 콜라보레이션 하였다. 두 차례의 콜라보레이션 이후 〈퍼

즐 앤 드래곤〉은 다시 인기순위 1위로 올라섰다.

  

그림 5. 〈텐버드〉와 〈일상날개짓〉24), 

〈엘브리사〉와 〈용이산다〉25)  

모바일 게임의 그래픽은 아직까지 카툰형식의 3D 혹은 2D 그래

픽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만화와 웹툰 원화의 그래픽과 공통점

이 많아 캐릭터 콜라보레이션의 용이함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만

화와 웹툰, 게임을 향유하는 주 연령층이 10~20대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게임과 만화, 웹툰의 콜라보레이션은 만화와 웹툰의 독자

들을 게임으로 쉽게 유입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마케팅 방안

이다.

이 유형은 게임 내에서 애니메이션 만화나 웹툰 캐릭터가 참여

24) 엔터메이트 공식 사이트, www.entermate.com

25) 넥스트플로어 공식 사이트, www.nextflo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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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정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컨버전스 유형의 문화융합으

로 이종업종-동종업무 형태에 해당된다.

 

(4) 스타를 활용한 콜라보레이션

TV에서 볼 수 있는 유명 스타들이 게임에서도 점차 모습을 드

러내고 있다. 국내 모바일 게임회사 ‘파티게임즈’는 자사의 모

바일 게임 〈아이러브커피〉와 인기 아이돌그룹 ‘비스트’를 콜

라보레이션 하였다. 게임의 캐릭터가 아닌 비스트 맴버 장식과 

입간판, 로고 벽장식과 같은 게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으로 구현

하였다.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국내 유명 연예인 기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 콜라보레이션 제휴를 성사시켰다. 위메이

드는 자사의 모바일 게임 〈윈드러너〉에 국제적 인지도를 가지

고 있는 가수 ‘싸이’를 캐릭터로 선보였고, 이후에 차례대로 

‘지드래곤’과 그의 애완견 ‘가호’, ‘산다라박’과 같은 YG

엔터테인먼트의 인기 가수들을 게임에서 플레이 할 수 있는 캐릭

터로 선보였다. 특히 싸이의 경우에는 그의 노래 발매시기가 게

임에도 영향을 주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싸이의 신곡 발표 

이후 싸이 캐릭터로 달리기를 즐기는 이용자가 눈에 띄게 크게 

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26)

국내 게임회사 ‘넷마블’은 자사의 인기 모바일 RPG게임 〈몬

스터길들이기 for Kakao〉와 2013년의 최고의 인기 아이돌그룹 

‘엑소’를 콜라보레이션 하였다. 게임 속에서 엑소의 맴버들이 

유저들을 도와주는 방식의 콜라보레이션이다. 넷마블 한지훈 본

부장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몬스터 길

들이기〉와 엑소의 만남은 〈몬스터 길들이기〉 이용자들에게 더 

큰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27)며 콜라보레이션

을 진행한 이유를 밝혔다.

26) 박재윤, “게임도 다시 싸이 모시기…‘윈드러너’가 첫 테이프 끊었다”, 

『TV리포트』, 2013년 4월 12일

27) 같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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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아이러브커피〉와 〈비스트〉28), 〈윈드러너〉와 〈싸이〉29)

스타와 모바일 게임의 콜라보레이션은 향유 대상층의 주 연령

이 10~20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유명 영화배우 보다는 

아이돌과 같은 10~20대에게 인기 있는 가수의 비중이 크게 나타

난다. 이는 스타들의 브랜드 자산30)을 활용한 콜라보레이션 전략

으로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출연한 드라마를 시청하

는 것과 비슷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스타가 게임에 등장하기

에 게임에 관심이 없던 팬들도 스타를 보기 위해 게임의 신규 유

저로 유입되게 되기도 한다.

이 유형은 게임 내에서 스타가 참여해 일정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컨버전스 유형의 문화융합에 가까우며 이종업종-이종업무 

형태에 해당된다.

(5) 위인들을 활용한 콜라보레이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만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유명

한 위인들이 게임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게임 내에 등장하기 시

작했다.

국내의 모바일 게임회사 ‘씨투디게임즈’는 자사의 게임 〈기

계전사V〉에 ‘계백’, ‘김유신’, ‘강감찬’과 같은 우리나라

28) 아이러브커피 공식 Facebook, www.facebook.com/ilovecoffeemobile

29) 윈드러너 공식 사이트, 

http://weme.wemade.com/game/game_info.asp?GmCode=25

30) 김영재, 「브랜드 아이덴티티 기반 문화콘텐츠 OSMU 전략 연구」, 『만화애

니메이션연구』 통권 제28호(2012), pp.16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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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인들을 로봇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게임에 등장시켰다.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 ‘쿤룬’의 해외 법인인 ‘쿤룬코리아’

는 ‘이순신’, ‘계백’, ‘김유신’, ‘황진이’ 등 한국의 역

사 속 위인을 중국의 삼국지를 배경으로 한 자사의 게임 〈진삼

국대전〉에 콜라보레이션 하였다.

그림 7. 〈기계전사V〉와 한국 위인들31), 〈진삼국대전〉과 이순신32)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인들에 대한 정보에 익숙하며 위인들에 

대한 동경과 애정이 있기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스타의 캐릭터

를 활용한 콜라보레이션과는 달리 팬덤 없이도 쉽게 게임에 유입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위인들을 콜라

보레이션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게임 내 주요 콘텐츠로 많이 활용

하지만 국내의 경우, 우리나라의 역사와 위인을 주제로 한 게임

이 콜라보레이션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유형은 게임 내에서 위인들이 참여해 일정 역할을 수행한다

는 점에서 컨버전스 유형의 문화융합에 가까우며 이종업종-이종

업무 형태에 해당된다.

3) 모바일 게임과 상품의 콜라보레이션

일본의 모바일 게임업체 ‘드래콤’(Drecom)은 자사의 게임 

〈ちょこっとファーム(쵸콧토팜)〉에 ‘Oisix’의 유기농 야채와 

같은 식품들을 게임 내 아이템으로 콜라보레이션 하였는데 이는 

31) 씨투디게임즈 공식 사이트, www.c2dgames.com

32) 진삼국대전 공식 Facebook, www.facebook.com/zin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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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식품으로 인해 인기가 증가하기 보다는 게임의 인기로 인

해 식품이 인기를 얻게 된 경우이다. 

또 다른 일본의 모바일 게임업체 ‘겅호’는 자사의 인기게임 

〈퍼즐 앤 드래곤〉과 다양한 상품들을 콜라보레이션 하였다. 첫 

번째로 〈퍼즐 앤 드래곤〉와 지역 특산물과의 콜라보레이션이 

있다. 일본 군마현의 특산물인 ‘선거 다루마’, ‘곤약 젤리’, 

‘양배추’, ‘파’ 등을 게임 속 캐릭터로 등장시켰고, 도야마

현 다카오카시의 주요 특산물인 ‘새우’, ‘방어’, ‘오징어’

를 캐릭터화 하여 게임과 콜라보레이션 하였다. 일본 내에서 가

장 인기 있는 게임이 지역 특산물과 콜라보레이션 함으로써 야후 

재팬에서 ‘다카오카시’를 쓰면 자동완성으로 〈퍼즐 앤 드래곤 

다카오카시 콜라보〉가 맨 위에 뜰 정도로 큰 홍보 효과를 거두

었다.

  

 그림 8. 쵸콧토팜33),〈퍼즐 앤 드래곤〉과 〈다카오카시〉34)

두 번째로 〈퍼즐 앤 드래곤〉은 아이스크림, 과자와 같은 식

품과 콜라보레이션 하였다. 〈퍼즐 앤 드래곤〉은 일본의 ‘반다

이’에서 판매하는 웨하스 과자 ‘신라만상 쵸코’, ‘롯데’에

서 판매하는 과자 ‘빅쿠리맨’과 콜라보레이션 하였다. 두 과자 

모두 오리지널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에 별도의 캐릭터화 없이 콜

라보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베스킨라빈스 31’의 경우에는 오리

지널 캐릭터가 없기에 〈퍼즐 앤 드래곤〉의 캐릭터가 아이스크

33) Drecom 공식 사이트, hwww.drecom.co.jp

34) 퍼즐 앤 드래곤 공식 사이트, http://pad.gungh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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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을 들고 있는 모습을 새롭게 제작하여 콜라보레이션 하였다.

세 번째로 〈퍼즐 앤 드래곤〉과 일본의 유명 의류 브랜드

‘BEAMS’와 함께한, 의류와의 콜라보레이션이 있다. 이 콜라보

레이션은 서로 교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퍼즐 앤 드래곤〉에

는 BEAMS의 마스코트가 등장하고 BEAMS는 'I♡P&D'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출시했다.

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상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상품들이 

게임과 빠르게 콜라보레이션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에

는 게임업체가 자사의 게임을 판촉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서 상품과 콜라보레이션 하였다면, 이제는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게임과 콜라보레이션 하고도 있다. 이는 게임 사용자층이 확대되

고 사회, 문화적 위상이 높아진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 유형은 게임 내에서 상품들이 참여해 일정 역할을 수행한다

는 점에서 컨버전스 유형의 문화융합에 가까우며 이종업종-이종

업무 형태에 해당된다.

2. 모바일 게임 콜라보레이션의 특성

이상에서 모바일 게임에 활용된 콜라보레이션 사례를 3가지 유

형별로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앞에서 살펴본 콜라보레이션 사례들의 유형과 형태를 표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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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질 형 태 (효과35))

모바일 게임과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컨버전스형 이종업종-이종업무 (4)

모바일 

게임과 

캐릭터 

콜라보레

이션

게임 간 캐릭터 
활용

컨버전스형 동종업종-동종업무 (1)

애니메이션 
캐릭터 활용

컨버전스형 이종업종-동종업무 (3)

만화, 웹툰 
캐릭터 활용

컨버전스형 이종업종-동종업무 (3)

스타 활용 컨버전스형 이종업종-이종업무 (4)

위인 활용 컨버전스형 이종업종-이종업무 (4)

모바일 게임과 상품 

콜라보레이션
컨버전스형 이종업종-이종업무 (4)

표 3. 모바일 게임에 활용된 콜라보레이션 사례 유형별 성질과 형태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바일 게임 콜라보레이션 사례

들은 모두 컨버전스형 문화융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콜라보레이션이 가지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

고 모바일 게임에서의 콜라보레이션 형태는 게임 간 캐릭터를 활

용한 유형 외에는 모두 이종업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업무 

측면에서도 동종업무보다는 이종업무가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종업종 간 콜라보레이션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앞 장의〈그림 1〉‘FunaiSoken’사의 콜라보

레이션 유형별 난이도와 효과 예시에 적용시켜 보면, 보다 콜라

보레이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모바일 

게임 콜라보레이션 사례들은 컨버전스형 문화융합으로 이종업종 

간 콜라보레이션 사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모바일 게임에서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 

35) ‘효과’는 FunaiSoken사의 콜라보레이션 유형별 난이도와 효과 예시에 따른 

타 유형에 대한 상대적 점수임. (앞 장의 〈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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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캐릭터를 활용한 콜라보레이션이다. 모바일 게임의 핵심

요소는 유저의 분신이라고 불리는 사이버상의 캐릭터, 즉 아바타

이고 이를 가장 손쉽게 게임에 활용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역

시 캐릭터이다. 또한 애니메이션, 만화, 웹툰의 캐릭터들은 모바

일 게임 캐릭터와 근본적으로 2D 또는 3D와 같은 그래픽적인 유

사점을 가지고 있기에 적용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가장 많이 활용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콜라보레이션에 사용된 콘텐츠의 소비 주 연령층이 게임

의 주 타깃 연령층과 유사하다. 게임의 주 타깃 연령층은 10~20

대로 애니메이션, 만화, 웹툰의 주 향유층, 또한 스타의 팬덤 연

령층과 같다. 이처럼 비슷한 연령대에서 향유하는 콘텐츠를 콜라

보레이션함으로써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게임 유저의 실질

적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이미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지도가 높은 요소를 채택해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다. 유명 아티스트, 성공한 애니메이션, 만

화, 게임의 캐릭터, 스타, 위인, 상품 등은 게임에 콜라보레이션 

되기 이전부터 이미 대중에게 검증받은 요소이다. 사실상 이런 

요소들의 팬덤이 게임과 콜라보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콘텐츠의 

부재를 해결함은 물론, 게임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신규 게임유

저의 유입을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게임의 위상과 파급력이 이전보다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게임은 최근 문화콘텐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산업으로 발

전하며 상업 예술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은 게임에서 부족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단순한 상업 예술이 아닌 보다 예술적인 콘텐

츠로 발돋움 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앞의 사례에서 의식주형 

상품과의 콜라보레이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이는 게임 유저층의 저변이 넓어져 모바일 게임이 일상생활에

까지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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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본 연구는 모바일 게임에서 활용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 사례 

조사를 통해 그 유형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게임에

서 활용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의 특성을 파악해 보는 것을 목적

으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모바일 게임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의 국내외 모바일 게임에 활용된 콜라보레이션 대표

적 사례를 대상으로 사례를 탐구하였는데 모바일 게임과의 콜라

보레이션은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콜라보레이션’, ‘상품과의 콜라보레이션’과 같은 3가지 유형

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중 캐릭터를 활용한 콜

라보레이션이 가장 종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들은 ① 

게임 간 캐릭터 활용, ② 애니메이션 캐릭터 활용, ③ 만화, 웹

툰 캐릭터 활용, ④ 스타 활용, ⑤ 위인 활용과 같은 5가지 유형

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사례를 탐구하여, ① 모바일 게임에서 진행되는 

콜라보레이션은 컨버전스형 문화융합으로 이종업종 간 콜라보레

이션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② 모바일 게임에서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은 캐릭터를 활용한 콜라보

레이션으로 나타났다. ③ 콜라보레이션에 사용된 콘텐츠의 주 연

령층이 게임의 주 타깃 연령층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런가 하면 예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④ 이미 대중에게 잘 알려

진, 인지도가 높은 요소를 채택해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었으며 

⑤ 게임의 위상과 파급력이 이전보다 증가한 것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밝힌 모바일 게임 산업에서의 콜라보

레이션 유형과 특성이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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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ategic Collaborative Plans for Mobile Game : 

Focused on The Case of Collaboration

Baek, Jae-Yong ․ Kim, Young-Man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the characteristics of 

collaborative examples in mobile games by analyzing the types of 

cultural fusion and their utilization in mobile game industry. The 

major examples of collaborations include the collaborative works 

utilizing artists, characters, and products by examining the 

practical collaborations within international mobile games between 

the years 2010 to 2014. The most typical kind of collaboration among 

them is the utilization of characters, composed of using characters 

between games, applying animation characters, borrowing cartoon or 

web-cartoon characters, hiring famous celebrities, or even 

including great men in their games. 

Therefore, the characteristics of mobile game’s collaborative 

types are confirmed as below by studying the above examples. ① 

There are many examples of collaborating between different types of 

businesses defined as ‘conversion type fusion.’ ② The character 

utilization is the most sought after type of collaboration. ③ The 

applied content’s target audience seems to share the same age 

groups of the game’s audience. ④ The game industry always adopts 

the components that could be recognized instantly. ⑤ The status and 

influence of mobile game have risen greatly.

Consequently, this research has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strategic collaborative plans for mobile game business by 

expanding the prospects of game related researches and industrial 

and academic theories. 

Key Word : Collaboration, Cultural Fusion, Cultural Brand, Mobile 

Game, Game Business, Cultur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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