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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최근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인해 게임 시장의 심이

모바일 게임으로 옮겨지면서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모바

일 게임 사업을 강화하고, 본업이었던 온라인게임 사업

을 축소하거나 아 온라인 게임 사업을 는 기업이

거 늘어났다[1]. 모바일 게임 사업을 강화한 게임 개발사

들은 모바일 게임의 붐을 이끌었던 퍼즐 장르가 아닌

RPG 장르를 선택함으로써 각종 신작 RPG 게임을 출시

하 다. 2014년에는 RPG게임들이 분기마다 출시가 되었

는데, 반기에는 ‘4:33’사의 ‘블 이드’가 언리얼 엔진3을

기반으로 한 화려한 그래픽과 타격감으로 흥행을 이루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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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음으로 ‘넷마블’사의 ‘몬스터 길들이기’가 다양한 캐

쥬얼 캐릭터들을 바탕으로 구 이 마켓의 매출 1

를 기록하는 흥행을 거두었다[2].

Categories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Market

Scale
8,009 23,277 29,136 35,916 39,708 44,028

Growth

Rate
89.1% 190.6% 25.2% 23.3% 10.6% 10.9%

<Table 1> Korean Mobile Game Market Size and 

Forecast
(Unit: One Hundred Million)[3]

캐릭터를 꾸미는 일련의 과정들을 캐릭터 커스터마이

징이라 부르는데 재 온라인 RPG게임보다 모바일 RPG

게임의 DIY 캐릭터 시스템이 질 으로나 양 으로도 매

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모바일 환경에

합한 DIY 캐릭터 시스템의 효율 인 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그러기 해 재 모바일게임의 DIY 캐릭터 시스

템사례를 찾아 비교분석하여 그 분석결과에 따른 제안

을 하려 한다.

2.  게 과 게  캐릭  시스  개

2.1  게  개

모바일 게임은 휴 폰, PDA등 이동형 기기에서

이되는 게임을 말한다[4] .모바일 기기와 무선통신기술의

사용자 심 발 으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격히 증가했

다. 모바일 게임의 잠재 인 소비자인 스마트폰 사용자

가 늘어남과 동시에 많은 개발 비용과 오랜 개발 기간이

필요한 온라인 게임과는 다르게 은 인원과 개발비용,

짧은 개발 기간이 모바일 게임의 큰 장 이다[5].

모바일 게임은 타 랫폼과 마찬가지로 게임 방법과

시스템 등에 따라 장르를 크게 퍼즐/보드, 타이쿤, RPG,

러닝게임, 략 시뮬 이션, 스포츠, 액션/아 이드, 슈 ,

리듬게임, 이싱, 어드벤처, FPS/TPS 등으로 나 수

있다. 게임 방식은 기존과 비슷하나 마다 모바일 게임

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장르의 게임을 비롯한 모든

모바일 게임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간단한 조작방법이

다. 작은 모바일 기기의 한계 을 보완하기 해 게임 시

스템과 조작방법을 간소화함으로써 이어들이 쉽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Publisher Genre Image Definition Feature

SUNDAYTOZ

AniPang 2
Puzzle/ Board

Logical thinking is presented to coincide with

the computer through the rules for finding a

solution to the problem or of the way in the

game.

Simple and Easy to play

while a short time

PICTOSOFT

Salty Ranch story
Tycoon

'Tycoon' is a construction simulation game

genre, one of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genre through the details, something

management is focused on going to the game.

a lot of people can play

games Through wireless

Internet

NEXON

Hit
RPG

Role Playing game

User's in-game character role playing and

enjoying the game

Automatic battle system

makes it easy to enjoy the

game.

DEVSISTERSCo

okie run

Side-Scrolling

Video game
Running Games

SNS can compete with

friends throughout the

record.

SUPERCELL

Clash of clan

Strategy

simulation
Enjoy using the strategies Games

Simple and easy operation

way in a short time

NETMARBLE

Ma-gu Ma-gu

2016

Sports Sports-themed games

through Simplified rules and

the way, player can enjoy

games in a short time.

<Table 2> Mobile Game Genre and Feature



An analysis of DIY Character System of Mobile Gam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25

2.2  게  캐릭  개

게임 캐릭터는 이어를 신해서 아바타 역할을

함으로써 주요 기능과 움직임으로 게임을 이끌어가는 주

요 요소이다[6]. 일반 인 미디어의 캐릭터는 이용자에

게 일방 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과 다르게 게임의 캐

릭터는 사용자를 신하여 행동을 하고 다시 사용자에게

정보를 달하는 인터 션이 가능하다.

캐릭터는 원소스멀티유즈로 다양한 분야에 사업화가

가능한 부가가치가 높은 역이며, 게임의 상품화 가치

는 캐릭터디자인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5]. 게임에

서의 캐릭터는 그 게임 체느낌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 게임 캐릭터의

경우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모바일 기

기의 특징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게임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게임에쉽게 몰입 할 수 있다는 과동시에캐

릭터에 한 친 도도 높일 수 있다[5].다만, 모바일 게임

의 수명이 짧듯이 캐릭터의 수명도 짧기 때문에 사용자

들에게 방 잊히는 캐릭터가 되기 쉽다. 이를 방하기

해서는 유 와 게임의 인터랙션을 의한 유기 인 게임

의 스토리 진행과 더불어 흥미로운 게임성을 유지하는

지속 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2.3 게  캐릭  커스 마 징 시스  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은 이어 개인의 기호

에 따라 캐릭터를 꾸미고, 만드는 시스템을 뜻한다[7]. 캐

릭터의 체 인 외형부터 화장이나 볼터치까지 세

하게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서비스 시스템이다.

SNS 커뮤니티의 발달과 개인 인터넷 방송의 화

로 최근 이어들은 남들과는 다르게 보이고 싶어 하

는 욕구가 늘어났다. 이를 충족시켜주기 해 재 세 종

류의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이 이어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재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의 종류로는 선택 시스

템(Select System), 부분 시스템(Parts System), 변형 시

스템(Tracsform System)으로 분류할 수 있다[8].

3.  게  캐릭  시스  사례

3.1  게  DIY 캐릭  시스   개

모바일 기기의 게임 캐릭터 시스템을 분석하기 한

사례 선정 기 은 과거에 구 스토어에서 게임 순

TOP 3안에 들었던 게임이며[9], 커스터 마이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임들이다. ’던 스트라이커 비긴즈‘와 ’하늘

아래 웅‘은 RPG장르의 게임이며 ’마구마구 2016‘은 스

포츠 장르의 게임이다.

SKonec

Entertainment

Bo-gle Bo-gle for

Kakao

Action/ Arcade
Game room games

(Arcade game)

Easy operation, can enjoy the

arcade-game of the past.

NEXT FLOOR

Dragon flight

Shooting

game

The attacks of the enemy and shoot enemy

weapons and beating the game

By Simple and easy

operation way, can enjoy

games in a short time.

SOUKAPPS

Piano tile 2

Rhythm

game

through controlling the rhythm or music,

can play games

In Mobile devices, are able to

enjoy a game.

GAMELOFT

Asphalt 8
Racing Game Competition and speed game

Enjoy the game, as the

sensor within the appliance.

ROIGAMES

White Day

Adventure

Game

In-game, the protagonist is a adventure

game

Simple and easy operation

you can enjoy in a way.

NETMARBLE

Hundre-Shoot

Hundred- Hits

FPS/TPS first & Third –person shooting Game
Simple and easy operation

you can enjoy in a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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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스트라 커’ DIY 캐릭  시스  

Game Name Dungeon Striker: Begins

Genre RPG

Image

&

System Type

Parts Sytem

Design

Element

Class

Warrior, Mage, Ranger, Cleric

Shape

Hair 8 Kinds

Color

Hair Color 8 Kinds

<Table 3> Mobile Game Genre and Feature

‘Eyedentity Games'사의 ’던 스트라이커 비긴즈'게

임은 RPG장르로 2등신의 SD캐릭터로 이루어진 사, 마

법사, 인 , 클 릭의 4개의 역할 하나를 선택하여

던 을 격 하면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게임으로 부분

시스템(Parts System)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3.3 ‘하늘 아래 웅’ DIY 캐릭  시스  

Name Under Sky Hero

Genre RPG

Image

&

System Type

Parts Sytem

Design

Element

Class

Warrior, Sword Man,

Archer, Mage

Shape

Hair 9 Kinds

Color

Hair, Eyes 6 Kinds, 5 Kinds

<Table 4> Mobile Game Genre and Feature

‘넷마블’사의 ‘하늘 아래 웅’게임은 RPG장르의 게임

으로 2등신의 SD캐릭터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사, 검

사, 궁사, 마법사의 4개의 역할이 있으며 이어는 4개

의 역할 하나의 역할을 선택해서 이할 수 있다.

하나의 역할을 선택했다면 이어는 선택한 캐릭터의

머리 스타일을 고를 수 있다. 9가지의 머리 스타일 에

서 이어의 취향에 맞거나 직업의 특징과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을 선택했다면 이어는 5가지의 색상

과 6가지의 머리카락 색상 에서 원하는 색상을 고르므

로써 이어만의 캐릭터가 만들어진다.

3.4 ‘마 마  2016’ DIY 캐릭  시스  

Game Name Magumagu 2016

Genre Sports

Image

&

System

Type

Parts Sytem

Design

Element

Class

Hitter, Pitcher

Shape

Pose
Hitter 17 Kinds

Pitcer 12 Kinds

Skin, Eyes 4 Kinds, 6 Kinds

Beard, Glasses 12 Kinds, 3 Kinds

Position, Body 4 Kinds, 3 Kinds

Form 59 Kinds, 66 Kinds

Color

Skin, Eyes 4 Kinds, 2 Kinds

Beard, Glasses 5 Kind, 2 Kinds

<Table 5> Mobile Game Genre and Feature

‘넷마블’사의 ‘마구마구 2016’은 야구 종목의 스포츠 게

임이다. ‘마구마구 2016’은 이어가 구단주가 되어 후

보 선수 포함 타자 15명 투수 10명, 총 25명을 리하며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선수 캐릭터들은 평상시에는 일러

스트 형태의 카드의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경기가 시작

되어야 캐릭터의 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선수 캐릭

터들은 한국 로야구의 창기 선수들부터 작년 2015년

도의 선수들까지 있으며 기록을 분석해서 일반 등 부터

다이아 등 까지 총 7가지로 나 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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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게   캐릭  시스   결과

RPG장르인 ‘던 스트라이커 비긴즈’와 ‘하늘 아래

웅’, 스포츠 장르인 ‘마구마구 2016’을 사례로 들어 커스

터 마이징 시스템을 분석해보았다. 세 개의 게임 모두

DIY 캐릭터 시스템 부분 시스템(Parts System)을 이

용하여 게임을 이할 수 있다. RPG장르인 ‘던 스트

라이커 비긴즈’와 ‘하늘 아래 웅’ 모두 이어의 에

가장 쉽게 띄는 부분인 머리 스타일과 색상을 디자인 요

소로 넣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게임 모두 3D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의 용량과

사양의 한계로 인해 DIY 요소가 2∼3개로 그리 높지않다.

[Fig. 1] Sword and Magic Character Customizing 

System

국의 ‘룽투게임즈’사가 개발한 모바일 MMORPG 게

임 ‘검과 마법’은 사, 도 , 마법사, 무희로 4개의 역할

이 있으며 직업마다 성별이 미리 정해진 역할이 있는가

하면 이어가 직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역할도 있

다. ‘검과 마법’은 이어가 직 직업과 성별을 고를

수 있는 선택 시스템(Select System)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택 시스템(Select System)이 RPG장르의

주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첫 번째,

모바일 기기의 화면이 작다는 이다[10]. 존하는 온라

인 게임 최고의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검

은 사막[11]’의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보면 키와 체형,

근육을 비롯해서 화장, 볼터치, 뿌리염색, 끝염색 등 다

양한 부 를 세 하게 조 할 수 있는 변형 시스템

(Transform System)을 사용하고 있다.

[Fig. 2] Black Desert DIY Character System

이러한 변형 시스템(Transform System)을 모바일 기

기에 구 하기엔 힘들다. 혹시라도 구 한다 해도 작은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면서 세 하게 꾸미기 힘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모바일 게임을 하는 시간과 공간의

특징 때문이다[5]. 모바일게임의 주 이용목 은 시간 때

우기 즉, 킬링 타임[12]이기 때문에 이어와 모바일

게임의 시간이 짧은 편이다. 그리고 모바일 기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베터리가 소비된다는 한 있다.

본연구의 분석결과로 다음과 같이 세가지 제안을 한

다. 첫째, 선택 시스템(Select System)은 이어의 독

창성과 개성을 살리기에는 다소 부족한 이 있다. 그

기 때문에 사례로 든 세 게임과 같은 부분 시스템(Parts

System)을 극 활용할 것을 제안 한다. 둘째, 세 게임

의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의 디자인 요소를 더 보완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머리 스타일과 색상뿐만 아니라 피부

색, 성별 등 모바일 기기의 작은 화면에서도 이어의

에 쉽게 구별이 가능한 부분을 커스터마이징 요소로

추가할 것을제안 한다. 셋째, 이러한 부분들을 게임의 처

음 단계에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간 부분에

서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하는 ‘성형 시스템’을 도

입해서 이어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색다른 변화

를 추구하도록 유도 해야 한다. 더불어 기존에 하고 있던

아바타 코스튬 한 지속 인 업데이트할 것을 제안한다.

4. 결론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인해 모바일 게임 시장이 확

되면서 다양한 모바일 게임이 등장한 가운데 최근 RPG

장르의 게임이 세로 떠오르고 있다. 캐릭터 커스터마

이징 시스템은 크게선택 시스템, 부분 시스템, 변형 시스

템으로 나 어지는데 모바일 게임에서는 작은 화면이라

는 모바일 기기의 한계와 모바일 기기와 이어와의

시간이 짧다는 때문에 모바일 게임의 캐릭터 커

스터마이징 시스템은 선택 시스템과 부분 시스템을 활용

하고 있다. 재 부분의 모바일 RPG 게임들은 선택 시

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선택 시스템은 이어들의 독

창성과 개성을 살려주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이를 보완

하기 해서는 부분 시스템을 극 활용하고 게임의 시

작 단계뿐만 아니라 게임 에도 캐릭터의 모습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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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 있도록 ‘성형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 으로 도입하여 이어들에게 신선함을 제공해

야 한다.

본 논문은 모바일 환경에 합한 캐릭터 커스터마이

징 시스템 련 연구로서 다양한 장르에 합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찾는 연구를 계속 진행해야 하며

짧은 수명의 모바일 게임 캐릭터들의 수명 연장을 한

연구 등 다양한 사고로서 연구의 범 를 넓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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