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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RPG, 보드게임 등 다양한 종류의 모바일 게임이 출시되고 있다. 

그 중 보드게임의 경우 대부분이 과도한 과금 요소, 지나치게 운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어 이에 불만을 가지

는 사용자들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보드게임의 형식을 탈피해 새로운 보드게임 형식을 제공하고, 운적

인 요소와 과금 요소를 최소화하여 전략을 통해 승패를 가르는 모바일 기반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

다. 또한 보드게임에 레이싱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턴 방식이 아닌 실시간 방식으로 게임을 운영하고, 게임의 

긴박감을 증가시켜 색다른 경험과 재미를 제공한다.

키워드: 보드게임(board game), 게임전략(game strategy), 게임 애플리케이션(gam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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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양한 게임이 출시되고 

보드게임 또한 그에 맞춰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되고 있다. 부루마블, 

모노폴리와 같은 마블 류 보드게임은 2개의 주사위를 통해 이동하여 

운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사위 컨트롤 이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사용자에게 이득이 되는 숫자가 나오도록 하였지만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금을 해야 하여 많은 게이머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UX를 제공하면서 운 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이동방법을 제시하고, 다양한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게임 

애플리케이션 Animal Ground를 개발하였다.

II. Preliminaries

현재 국내 모바일 시장에 출시된 대표적인 마블 류 보드게임으로는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과 카카오의 ‘프렌즈 마블’이 있다[1][2]. 

이 두 개의 서비스는 2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이동하며 2~12라는 

10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겨 운 적 요소가 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사위 컨트롤 이라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 주사위 컨트롤 

이라는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캐릭터, 또는 주사위를 구입해야 

하며 이는 모두 과금으로 이어져 pay-to-win 형식의 게임을 싫어하는 

사용자들은 선뜻 플레이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마블 류의 보드 게임판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친숙함을 제공하는 한편 이동수단을 2개의 주사위 대신 1~3의 숫자 

카드를 무작위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경우의 수를 줄였다. 또한 레이싱 

요소를 추가하여 턴제 보드게임이 아닌 실시간 보드게임으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게임, ‘Animal Ground’는  서로 다른 게이머들

끼리 혹은 자신의 친구들과 할 수 있는 게임으로서, 여러 클라이언트에

서 보내온 정보를 서버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

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멀티 플레이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위와 같이 개발하였다. Fig.1와 Fig.2는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구조와 

통신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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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lient/Server Structure

Fig. 2. C/S Game Sequence

게임 애플리케이션 ‘Animal Ground’는 크게 메인화면과 게임화면

으로 구분된다. 메인화면에서는 게임 매칭, 캐릭터선택, 아이템 구매 

및 장착 등의 기능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기능은 게임화면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룬다. 게임의 매칭방법으로는 Fig.3과 같이 

3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다양한 게이머들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랜덤 매칭방법, 두 번째는 플레이를 같이 할 친구를 초대하는 

친구 매칭 방법, 세 번째로 유한 오토마타를 기반으로 제작된 컴퓨터를 

상대로 하는 혼자하기가 있다.

매칭 후, 게임화면으로 넘어오면 카드배치, 아이템사용, 캐릭터이동 

등의 페이즈를 통해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 게이머들은 카드배치 

페이즈에서 보드 판의 타일 위에 카드를 배치하여 맵을 설계한다. 

이후 아이템사용 페이즈에서 게임에서 사용할 아이템을 선택한다. 

캐릭터이동 상황에서는 앞서 진행된 페이즈들의 결과와 서버에서 

보내는 1~3 사이의 난수를 통해 캐릭터를 이동시킨다. 이를 반복하여 

유저 자신의 캐릭터를 1등으로 골인을 시키면 승리하게 된다.

Fig. 3. Matching on the Main Screen

Fig. 4. Game Playing Screen

IV. Conclusions

‘Animal Ground’가 다른 마블 류의 보드게임과 차별화된 점은 

운적인 요소를 가능한 배제하고 플레이어가 게임 전략을 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두뇌를 활용하는 게임이라는 점이다. 

또한 짧은 플레이타임을 위해 최대한 사용자의 컨트롤을 배제 

하였으며, 사용자는 카드 배치와 아이템 페이즈에서만 조작하도록 

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게이머들의 플레이 패턴을 기반으로 머신

러닝을 통한 AI 제작, 비슷한 실력의 유저와 대결하는 랭킹전 등 

새로운 모드를 개발하여 좀 더 다채롭게 유저들이 두뇌를 활용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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