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8권 제1호 (2020. 1)

219

● 요   약 ●  

매칭 비디오 게임은 2000년대에 인터넷에서 퍼즐 게임이 확산되면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분

석한 ANIPOP은 중국에서 매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현재에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게임이다. 매칭 

게임은 일종의 퍼즐 게임으로써 과일, 보석, 동물 아바타, 빌딩 블록, 마작 타일 등과 같은 일정한 양의 동일

한 게임 요소를 재생하여 서로 인접하면 제거하고 승리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 선풍적

인 인기를 얻고 있는 ANIPOP 게임에 대해 소개와 분석을 한다.

키워드: 유니티 엔진(Unity3D), 슈팅 게임(Shooting Game), 전략 게임(Strategy Game), 

모바일 게임(Mobile Game), 게임 엔진(Game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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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전략 시뮬레이션과 타 장르의 복합 게임은 예전부터 많은 시도가 

있었고 전략 시뮬레이션과 혼합함으로써 게임플레이에서의 운영 단계

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플레이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 제안 방법에서 설명하는 게임과 비슷한 

게임들 중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게임으로는 벽람 향로 등이 있다.

II. Analysis of mobile

1. ANIPOP 게임

2009년 베이징에서 설립된 해피 엘리먼트(Happy Elements)가 

개발한 ANIPOP의 개발자와 운영자는 해피 엘리먼트이며, 웹 버전은 

텐센트(Tencent)의 공개 플랫폼에서 처음 실행되었으며 나중에 모바

일 버전으로 확장하였다. 온라인에 출시 한 후, 성과가 좋았고 곧바로 

상위권에 진입하였으며 텐센트가 추천하는 게임이 되었다. 본 게임은 

페이스북에서 많은 시장 검증을 거쳤으며[2], 해피 엘리먼트는 웹 

버전을 통해 개발 및 운영 기능을 입증했으며 텐센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추후 텐센트는 캔디 클러쉬(Candy Crush)를 발표했지만, 

더 이상 중국 시장의 ANIPOP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5 개월 동안 

공개되면서 대략 5 백만 명의 사용자가 이용하였다. 해피 엘리먼트의 

우수한 게임 제작 및 운영 기능 외에도, 예리한 게임 기능으로 인해 

큰 성공하게 된다.

2. User Experiment of ANIPOP 

1. ANIPOP의 인터페이스가 귀엽고 캐릭터 설정으로 모든 연령대

의 플레이어에게 매력적으로 개발하였다. 게임 순위는 일부 사람들의 

허영심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게임 플레이는 단순하고 높은 게임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플레이어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3].

2. 게임은 플레이어에게 매우 좋은 체험을 제공하며, 게임을 완료하

는 모든 작업은 한 손가락으로 쉽게  클릭 할 수 있다. 사운드 수준은 

게임의 사운드 효과가 선명하고 깔끔하다. 또한 클릭 당 플레이어의 

음향 효과는 반복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4]. 

게임에서 매력적인 점은 콤보 제거 효과이다. 특수 효과를 클릭하면 

게임 도중 플레이어가 의도적으로 콤보를 만들게 된다. 특히 게임에서

는 별표 시스템을 채택하고 전체 점수는 별 3 개로 표시되고,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삼성을 얻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다음 단계에 진입이 

어려워진다. 이를 통해 우수한 사용자 경험을 만들게 된다[5].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8권 제1호 (2020. 1)

220

Fig. 1. User Interface in ANIPOP

3. Game Play

1. 플레이어의 목표는 분명하고, 게임에 들어간 후 게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특히 다음 플레이를 수행 할 작업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플레이어의 게임 리듬이 즉시 구동된다.

2. ANIPOP(Fig 1. 참조)은 기본적으로 플레이어에게 여유 공간을 

제공하며, 떨어지는 동물의 불확실성을 플레이어에게 제공하여 게임

에 대한 집중력을 제공하게 된다. 명확한 목표를 통해 진행 중인 

단계와 중단 된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 할 수 있다. 특히 게임은 

매우 쉬운 편이지만 숙련 된 속도로 플레이 할 수 있는 장치도 고안되어 

있다. 

3. 턴제 및 시간 제한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캐주얼 게임과 

비교적 비슷하며, 턴제 시스템은 플레이어에게 시간제한 게임 환경을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게임을 종료할 수 있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은 중국에서 인기있는 ANIPOP 게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

고 분석하였다. 본 게임은 지속적인 매력을 가지고 여성 사용자에서 

많은 어필을 하였고, 특히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새로 모바일 

게임이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게임과 관련하여 많은 수의 사용자가 

본 모바바일 게임에 도전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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