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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게임이  더 정교하고 범 하게 개발될수록 게임 시나리오의 역할은 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게임 시나리오 작을 한 범용 인 도구는 개발되어 있지 않다. 화나 드
라마를 한 작도구들과 단순한 형태의 UCG 작도구들이 있으나, 이들을 분석해 본 결과 
게임 시나리오 작에 사용하기에는 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 시나리오 작에 합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시나리오 작도구
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UMa 게임 시나리오 작도구는 시놉시스 입력부와 
퀘스트 입력부, DB 입력부와 통신, 표시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다. 시놉시스, 퀘스트, 그리고 
DB 입력은 제시되는 템 릿에 따라 입력만 하면 시놉시스, 퀘스트, 캐릭터와 아이템 DB가 만
들어 지게 된다. 특히, 캐릭터와 아이템 DB는 속편 는 다른 게임의 시나리오 개발에도 재사
용될 수 있도록 독립 으로 장된다. UMa 작도구를 사용하면 보다 빠르고 쉽게 게임 시나
리오를 제작할 수 있으며, 웹을 활용한 실시간 업을 통해 공동제작도 가능하다. 

ABSTRACT

Game scenarios are playing more important role as much as games are getting more 
sophisticated and expanded in their applications. However, general-purpose tools for 
production of game scenarios are still not developed. There are similar tools for the 
production of films or dramas and simple tools for the development of UCG. However, analysis 
about them shows that they are not suitable for the production of game scenarios. 

In this paper, we are to develop game scenario authoring tool called 'UMa' suitable 
for game production and easy to use. UMa is composed of synopsis entry, quest entry, 
DB entry, communication, display, and control component. Since UMa provides templates to 
make synopsis, quest, and DB, users can produce them very easily. Especially, characters 
and items DB are stored independently so that they may be reused to the production of 
scenarios for follow-up or another game. Using UMa, users can write game scenarios 
more easily and quickly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at the same time by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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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게임에 있어서 시나리오는 게임이 보다 정교해

지고, 범 한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발 해 감에 

따라 더욱 요해 지고 있다. 하나의 MMORPG가 

지니고 있는 시나리오 단 인 '퀘스트'는 2만개가 

넘고, '에피소드'1) 단 의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5

천개～1만개에 달하는 퀘스트를 추가하고 있다[1]. 

퀘스트들은 배경 시나리오와 캐릭터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게임이 발 할수록 복잡하고 방 해지고 

있다.

하지만 재까지 범용 인 게임 시나리오의 제

작을 한 작도구는 개발되지 않고 있다. 부분

의 게임회사는 아직도 텍스트 기반형 기획서를 기

반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일부 회사에서는 자

체 인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지만 보통 하나

의 게임에 용되도록 만들어져 범용성이 떨어진

다.[2] 재의 환경에서는 공동작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나리오의 일정 리티를 유지하기도 불

가능하다.  재사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이 

아니므로 속편을 만든다 해도 편의 시나리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 을 만족

시키는 게임 시나리오 작도구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첫째, 게임은 화, 드라마와 달리 사용자의 행

와 결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 게임 

시나리오 작도구는 이런 게임의 특징을 표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게임 시나리오 작도구는 템 릿을 제공

하여 시놉시스와 퀘스트 등을 쉽게 제작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작성해야 할 내용을 쉽게 입력

할 수 있도록 템 릿을 제공하면 사용자의 시나리

오 작성 능력에 따른 향을 덜 받으며, 개발 진행

상황을 가시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만들어진 캐릭터와 아이템은 DB로 구축되

1) 원 기와 상 없는 이야기의 삽입을 뜻하지만 재는 퀘스트, 

캐릭터, 던 과 륙 등 규모 데이터의 업데이트를 뜻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음

고, 이는 작도구와 연동되어야 한다. 이 데이터

들은 속편이나 다른 게임의 시나리오 개발에서 재

활용되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넷째, 여러 사용자가 웹을 통해 동하여 시나리

오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에서 제안한 기 을 만족시키는 게임 시나리

오 작 도구로 'UMa 게임 시나리오 작도구

(Ursa Major Game Scenario Authoring Tool, 

이하 UMa)'를 설계, 구 한다. 그리고 설계된 

UMa 작도구를 활용한 게임 시나리오 제작 사례

를 보이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효용성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화나 드라마를 한 작도구와 

UCG 개발을 한 도구에 해 분석하고 문제 을 

악한다. 3장에서는 UMa를 설계, 구 에 해 기

술한다. 끝으로, 제한 이긴 하지만 UMa를 활용한 

시나리오 제작사례를 보이고 분석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2. 련 연구

2.1. 게임 시나리오의 특징

게임을 제작하기 해 작품의 체 인 구성이

나 흐름을 게임 시나리오라고 한다. 게임 시나리오 

역시 인물과 사건, 배경을 가진다는 면에서는 화

나 드라마의 시나리오와 형태가 비슷하다. 

하지만 화, 드라마의 사용자가 '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이해하지만, 게임 사용자는 '하는 것'으

로 이야기를 이해한다. 즉 게임 사용자가 특정 행

를 하도록 유도하고, 행 에 따른 결과를 주는 '

상호작용성'은 오직 게임에만 있는 특징이다. 

게임 시나리오는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 

배경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게임간의 상호작용성까

지 표 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게임 시나리오는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 '시놉시스 형태'와 상호작용성이 드러나는 '

퀘스트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시놉시스 형태는 

주로 게임의 세계 , 환경, 지역, 날씨, 역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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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안드라스의 시험’ 시놉시스 형태

[그림 2] ‘안드라스의 시험’ 퀘스트 형태

설정에 해당하며 게임에 직 으로 등장하지는 않

지만, 게임 개발의 참고자료가 되는 형태이다. 퀘

스트 형태는 사건이나 임무 등 게임 사용자에게 

특정 행 를 유도하는 내용이며, NPC의 화나 별

도의 퀘스트 화면을 통해 게임 진행에 직 으로 

드러난다[4]. 

를 들어, 넥슨에서 서비스 인 마비노기[5] 

G92)에는 '안드라스의 시험'이라는 사건이 이야기

를 이끈다. '안드라스의 시험'의 내용은 그림자 세

계에서 실종된 이모어라는 연 술사의 기억을 통

해 그가 왜 실종되었고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

고 있는지 밝 내는 것이다. 

이것을 시놉시스 형태로 표 하면 그림자세계와 

이모어라는 캐릭터, 련된 던 와 새로운 지역

의 설정이 포함된다. [그림 1]은 홈페이지에 있는 

연 술사 이모어에 한 캐릭터 설정과 사건 내

용의 시놉시스 형태이다. 

이것을 퀘스트 형태로 표시하면 [그림 2]와 같

다. 게임 사용자의 행 를 유도하기 해 NPC는 

사를 통해 임무와 보상을 말해 다. 게임 사용자

는 보상을 얻기 해 임무를 진행하지만, 임무를 

진행하면서 얻는 정보들로 게임 시나리오를 자연스

럽게 알게 된다. 

게임에서 사용자가 하는 시나리오는 퀘스트 

형태이다. 하지만 시놉시스 형태에 속하는 캐릭터, 

던 , 세계 의 설정 없이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게임 시나리오 작도구는 시놉시스 형태와 퀘스트 

2) 마비노기는 에피소드의 단 를 G와 숫자로 표 한다.

G9는 9번째 에피소드이며 2009년 재 G10까지 나왔다.

형태를 모두 표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2.2. 디지털 시나리오 작도구의 비교

게임 시나리오 작도구의 연구를 해, 시놉시

스 형태 작을 참고할 수 있는 화용 디지털 

작도구 2종[7]과 퀘스트 형태를 참고할 수 있는 

UCG(User Created Game) 작도구[8] 2종을 살

펴보았다.

[그림 3] 드라마티카의 쿼리 시스템

미국에서 90년도에 발표된 라이트 라더스의 드

라마티카[9]는 표 인 화용 디지털 시나리오 

작도구이다. 캐릭터 설정, 롯구성, 테마 리, 

용어사  등 12가지의 개별 인 메뉴를 제공한다. 

[그림 3]은 드라마티카의 표  기능인 쿼리 시스

템(Query System)으로 질문을 통해 원하는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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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파이널드래프트의 템플릿

[그림 5] UC노벨의 시나리오 편집화면

[그림 6] 스토리베리의 스토리포토

리오의 방향을 찾아주는 시스템이다. 

쿼리시스템처럼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며 화에

서 추출한 캐릭터, 사건, 스토리를 DB로 제공해 

자료 수집 시간이 단축된다. 

하지만 기능이 많고 방 해 사용법을 익히기가 

어려우며, 개발 방향 설정을 목 으로 만든 로그

램이라 실제 시나리오 작을 해서는 별도의 워

드 로세서가 필요하다. 화 용 작도구이므로 

퀘스트 형태를 표 할 수 없다. 웹을 활용한 공동 

작업이나 공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으며  

CD를 이용해 설치해야 한다. 

 다른 화용 작도구로 이 드래 트사의 

이 드래 트[10]가 있다. [그림 4]처럼, 제공되

는 시나리오에서 이름이나 장소, 사건들을 수정해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템 릿’을 제공해서 

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캐릭터 이름 외에는 별도로 지원하는 

DB가 없으므로 개발할 때마다 캐릭터 정보나 아

이템 등의 요소들을 매번 정리해야 하며, 화 

용 작도구이므로 퀘스트 형태를 표 할 수 없다. 

웹을 활용한 공동 작업이나 공개 작업을 할 수 있

는 기능은 없으며 CD를 이용해 설치해야 한다.

유비소 트에서 개발한 UC노벨[12]은 육성 시뮬

이션, 어드벤처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UCG 

작도구로 웹에서 완성작의 시연, 로그인 기능을 진

행해 개발용 로그램 용량을 10MB로 다. 설

치 단계가 짧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시나리오의 경우 [그림 5]의 왼쪽 하단에 사와 

이미지, 캐릭터를 퀘스트별로 배치할 수 있게 해서  

퀘스트 형태를 표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다만 사만 입력할 수 있어서 배경이나 캐릭터 

설정, 세계 에 해당하는 시놉시스 형태는 표 할 

수 없으며, 별도로 지원하는 DB가 없으므로 개발

할 때마다 캐릭터 정보나 아이템 등의 요소들을 

매번 다시 정리해야 한다.

아이씨유의 스토리베리[13]는 본래 웹 기반 동

상 작도구로 개발된 것으로, 별도의 설치 일 

없이 웹에서 개발, 작품 공개와 공동 작업이 가능

하며 테그 기능으로 선택지, 게임효과도 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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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시나리오는 씬 별로 [그림 6]의 왼쪽에 트리

로 구성되어 체 인 구성을 볼 수 있게 했다. 

다만 웹에서 작동되므로 용량이 한정 이며, 큰 

데이터를 장할 경우 오류가 자주 발생했다. 체 

시나리오 구성을 볼 수 있으나 배경이나 캐릭터 

설정, 세계 에 해당하는 시놉시스 형태는 표 할 

수 없으며, 별도로 지원하는 DB가 없으므로 개발

할 때마다 캐릭터 정보나 아이템 등의 요소들을 

매번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단 이 있다.  

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게임 시나리오 작도

구는 게임의 특징을 살려, 시놉시스 형태와 퀘스트 

형태를 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을 알 수 있

다. 사용이 쉽도록 템 릿을 이용하고, 업개발을 

해 웹을 활용한다. 그리고 빠른 개발을 해 캐

릭터DB, 아이템 DB로 반복 작업을 이고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 했다.

3. UMa 작도구의 개발

3.1 UMa 작도구의 구성

UMa 작도구 시스템은 크게 시놉시스 입력부, 

퀘스트 입력부, 통신부, 제어부, 표시부와 캐릭터 

DB, 아이템 DB를 갖는다.  

[그림 7] UMa 저작도구의 구성

[그림 7]은 UMa 작도구의 구성을 도식화 한 

것이다. 제어부는 게임 시나리오 작도구의 반

인 동작을 제어하며, 입력받은 데이터와 DB와의 

연동, 퀘스트 입력부와 시놉시스 입력부의 연동을 

제어하며 표시부에 나타날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동

작을 제어한다. 

통신부는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인터넷망을 통

해 데이터들을 송수신한다. 

입력부는 키보드로 입력되는 과 이미 작성된 

텍스트 등의 문서와 JPG, BMP 등의 그림 일이 

입력수단으로 사용되는데, DB와 연동될 명령어  

사용자의 설정 값 등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곳이다. 입력부는 시놉시스 입력부와 퀘

스트 입력부로 나뉘는데, 시놉시스 입력부는 개요, 

롯, 세계 을 입력하는 입력부로 구성되어 있으

며 퀘스트 입력부는 퀘스트의 조건 데이터와 세부 

텍스트, 사 데이터가 들어 있다. 

DB는 캐릭터 DB와 아이템 DB로 구성된다. DB

는 이름, 나이, 특징 등 입력할 내용이 템 릿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하기를 르면 해당 데이터를 

DB에 장한다. 

UMa 작도구는 각 구성요소들이 기능별로 구

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게임을 한 시나리오인 

‘ 로젝트’3) 일을 생성한다. 

[그림 8] UMa 저작도구의 연결

[그림 8]은 UMa 작도구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로젝트로 장되는지 보여 다. 

시놉시스의 모든 입력 데이터는 UMaMainControl

3) 로젝트 - UMa 작도구에서 하나의 게임을 한 시놉시스, 

퀘스트, DB의 가장 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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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치며 하나의 데이터로 바 는데, 시놉시스에 

사용된 캐릭터나 아이템 DB 정보는 UMaInfoTrans

를 통해 UMaDBManager와 연동한다. UMaDB- 

Manager는 장된 데이터  사용할 데이터의 목

록을 보여주거나 장될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UMaSave Manager는 재 작업하고 있는 

작도구의 구성요소 데이터를 로젝트 단 의 

장 데이터로 리하는 것으로 시놉시스 입력부, 퀘

스트 입력부, DB 입력부의 모든 데이터를 장한다. 

[그림 9] UMa 저작도구의 프로젝트 구성

만들어진 로젝트는 [그림 9]처럼 구성된다. 시

놉시스 입력부에서 입력된 데이터는 개요, 롯, 

세계  데이터로 장된다. 퀘스트 입력부에서 입

력된 데이터는 조건, 사 데이터로 장된다. 

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캐릭터 DB, 아이

템 DB이다. 하나의 게임을 해 만들어진 DB는 

완성 후 공용 DB 내에 포함되며 이후 개발에도 

사용할 수 있다.

3.2. UMa 작도구의 구

제안한 방법으로 UMa 시나리오 작도구를 구

해 보았다. UMa 작도구는 웹, PC, 모바일 버

4)으로 개발되었으며 웹과 PC는 개발의 용이성

을 해 HTML로 기본 외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

림 10]의 모바일 UMa는 별도의 외형을 사용했으

나 설계와 기능 구 은 같다. 자신의 은 핸드폰 

사진을 이용해 시나리오를 만들고 모바일 웹을 통

해 공개하고 평가받을 수 있다.

UMa 작도구는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통해 

4) WIPI, Java로 개발했으며 KT와 공동사업화 [16]

자신의 작업물을 불러오거나 입력할 수 있다. 처음 

시작하면 새 로젝트 시작하기와 로젝트 불러오

기, 퀘스트 빠르게 생성하기가 나온다. [그림 11]은 

개발된 UMa 작도구의 알 버  사이트이다.

[그림 10] 모바일 UMa 알파버전

[그림 11] UMa 알파버전 사이트

3.2.1 UMa 시놉시스 입력부

[그림 12]의 UMa의 시놉시스 입력부는 게임의 

이름과 간단한 내용을 는 개요 입력부와 5단계

의 시나리오를 는 롯 입력부, 그리고 세계  

입력부로 구성된다. 

롯 입력부는 발단, 개, 기, 정, 결말의 5

단계에 맞춰 작성되며 이 게 만들어지는 롯은 

퀘스트의 가 된다. 입력된 데이터는 퀘스트 입

력부에서 불러올 수 있다. 

3.2.2 UMa 퀘스트 입력부

게임 퀘스트의 기능은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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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와 목 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해 퀘스트는 

발생조건, 달성조건, 보상조건을 갖는다[14]. 

[그림 12] UMa 시놉시스 입력부

[그림 13] 단일 퀘스트[15]

[그림 14] 연계 퀘스트[15]

보상조건의 결과에 따라 단일 퀘스트와 연계 퀘

스트로 나  수 있다. 단일 퀘스트는 [그림 13]과 

같이 한 개의 퀘스트가 발생, 달성, 보상을 받고 

완료되는 퀘스트이며 연계 퀘스트는 [그림 14]와 

같이 여러 개의 퀘스트가 연결되어, 한 퀘스트의 

보상이 다음 퀘스트의 발생조건이 된다. 

퀘스트 입력부는 퀘스트의 3가지 조건과 연계 

퀘스트 여부, 퀘스트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퀘스트와의 연계가 가시 으로 보여야 

한다. [그림 15]는 월드오 워크래 트의 벨 2～

벨 10에서 진행하는 퀘스트들을 제로 작성해 

본 것이다. 

[그림 16]은 퀘스트의 제목, 연계 퀘스트의 여부, 

3가지 조건을 입력하는 부분이다. ‘간결한 두루마

리’는 벨 2일 때 진행하는 퀘스트로 보상 후 ‘간

결한 쪽지’ 퀘스트를 받을 수 있다. 

[그림 15] 퀘스트 입력부

‘간결한 두루마리’가 연계 퀘스트이기 때문에 두

번째 퀘스트의 시작이 보상조건으로 들어간다. 연

계퀘스트의 여부는 이미 만들어둔 퀘스트들  선택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선택을 수정할 수도 있다.

[그림 16] 퀘스트 입력부 중 퀘스트 정보 입력

[그림 17] 퀘스트입력부 중 퀘스트 트리



36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게임 시나리오 작도구의 개발―

[그림 17]은 재 작성된 퀘스트들을 볼 수 있

는 퀘스트 트리이다. 롯 입력부의 입력내용을 여

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폴더 생성을 통해 퀘스

트를 만들 수 있다. 퀘스트 트리를 클릭하면 퀘스

트의 상세 정보가 오른쪽 화면에 출력된다. 

게임은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시나리오가 진행

되기 때문에, 실제 게임에서는 퀘스트 트리처럼 한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퀘스트 트리

를 만들어두면, 이야기의 흐름에 맞춰 개발할 수 

있으며, 개발 진행을 가시 으로 볼 수 있다는 장

도 있다. 

가. 퀘스트를 불러오는 부분

퀘스트의 장과 불러오기는 퀘스트의 고유 넘

버를 기 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그림 17]의 퀘스

트의 배열순서가 자동 으로 넘버가 된다. 

입력기에서 입력된 사는 엔터를 기 으로 한 

씩 장된다. 해당 퀘스트를 선택하면 Start가 1

이 되며 첫 번째 퀘스트를 불러오는데 QuestText

로 퀘스트에 련한 문구를 출력된다. Start가 2가 

되면 두 번째 퀘스트를 출력하고 두 번째 퀘스트

에 한 퀘스트 텍스트를 출력된다.

나. 퀘스트 데이터의 외부 일 장

본 작도구를 사용하게 될 시나리오 작가나 기

획의 입장에서는 사를 입력하는 일이 요한 작

업이기 때문에 범용성을 해 엑셀과 텍스트 일

을 지원 한다.

린트 출력 외에도 만들어진 퀘스트는 *.txt와 

엑셀, 사용 스크립트 확장자인 sgs5)로 출력 받

을 수 있다. [그림 18]은 제로 만든 퀘스트를 텍

스트 일로 장한 것이다.

[그림 18] 텍스트파일로 저장된 퀘스트

3.2.3 캐릭터 DB, 아이템 DB 입력부

캐릭터 DB와 아이템 DB의 입력부는 로젝트 

개발 시에도 장할 수 있지만, 로젝트와 계없

이 별도로 입력해 장할 수도 있다. 공개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한다.

[그림 19] 캐릭터 입력부의 출력모습

입력부는 템 릿으로 구성되어, 이름과 키, 연령, 

성별 등의 정보를 넣도록 되어 있으며 생성된 캐

릭터의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그

림 19]는 완성된 캐릭터 DB의 입력부 화면이다.

5) SMgame 게임 스크립트 DB 로그램의 확장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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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부는 템 릿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캐릭터, 

성별과 나이, 그 외 조정할 수 있는 서  템 릿으

로 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추가하거나 삭제하며 사

용할 수 있다. 

4. UMa 활용 제작사례 분석

UMa 작도구는 게임의 요한 특징  하나

인 상호작용성을 살리면서도, 구든 쉽고, 빠르게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했다. 이것을 해 시놉시스 형식과 퀘스트 형

식이 표 되도록 개발했고, 템 릿을 지원했다. 

업이 많은 게임 개발 과정을 고려해, 공동 작업이 

가능하고, 차기작이나 차후 제작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캐릭터 DB, 아이템 DB를 지원했다. 

UMa 작도구의 효용성을 살펴보기 해 본 

연구진은 2008년 5월부터 4개월간 작도구를 사

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을 나눠 시나리오

를 작성했다. 그룹은 [표 1]과 같이 1명의 PM과 3

명의 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20 삼국지 조조전과 공명전]

[표 1] 참가인원의 간략 정보

UMa 사용그룹 비 사용그룹

27세, 남, 기획 2년 28세, 남, 기획 2년

22세, 남, 기획 1년 20세, 남, 기획 1년

25세, 남, 경력 없음 25세, 남, 경력 없음

25세, 남, 경력 없음 27세, 남, 경력 없음

상 게임은 [그림 20]의 KOEI사 ‘모바일 조조

[18]’과 그 속편인 ‘모바일 공명 [18]’인데, 100

여명의 캐릭터와 50여종의 아이템, 삼국지연의 타

입과 가상타입의 두 가지 시나리오 기가 있으며, 

단일 퀘스트와 연결 퀘스트가 존재한다. 

개인 간의 작성 능력 차이를 이기 해서 PC

버 을 진행해 본 후 모바일 버 의 시나리오를 

작성했으며 2008년 7월과 10월에 3개통신사로 출

시되었다. 본 연구진은 개발 과 함께 제작에 사용

될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4.1. 시나리오 제작의 난이도

사 지식, 기획경력이 없는 4명의 원이 2일간 

시나리오 작성을 했다. UMa 사용그룹의 경우 템

릿으로 제공된 도구를 이용해 시놉시스와 퀘스트 

10～15개를 만들었으며 비사용그룹은 세계 과 스

토리 작업 외에는 진행하지 못했다. 

템 릿을 사용한 UMa 사용그룹의 경우 작성 

단계나 제작방향에 해 고민하지 않았으나 비사용

그룹은 제작 방향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사

용했고, 가장 큰 어려움으로 ‘뭘 만들어야 할지 모

르겠다.’라고 응답했다.

만들어야 할 형태와 템 릿을 통해 작을 유도

한 것은 난이도를 낮추는데 효용성이 있다고 본다.

4.2. 차기작 개발 속도의 효용성

16주 동안 조조 의 차기작인 ‘공명 ’을 개발하

며 차기작 개발속도의 효용성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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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그룹 간 속도측정

[그림 21]을 보면 시놉시스에서는 두 그룹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하지만 퀘스트와 DB의 경우의 

UMa 그룹이 6주차부터 속도가 빨라지는데 작의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후반작업으로 진행될수록 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비사용그룹은 8주를 기 으로 계속 

속도가 떨어지는데, 작성 기 의 부족으로 오류가 

지속 으로 발생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제작할 

퀘스트와 DB양이 많아지자 속도가 떨어진 것이다.

16주간의 공명 의 개발에서 UMa 사용그룹은 

필요한 시나리오를 만들었지만, 비사용그룹은 75%

정도 개발했다. 

차기작 개발의 경우 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 이며,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4.3. 공동작업의 효용성

각 의 원은 조조 의 1～10 투에 등장하

는 퀘스트 형태를 공동작업으로 개발했다. 그 결과 

UMa 사용그룹은 2일, 비사용그룹은 5일에 작업을 

종료했다. 

일이나 출력물을 교환하는 것보다 웹을 활용

하면, 작업 에도 확인과 수정이 가능하고, 간 

결과를 장할 수 있어서 공동작업의 효용성을 높

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4.4. UMa 도구의 게임 합성

두 그룹에서 달한 시나리오가 게임개발에 얼

마나 합했는지 알아보기 해, 완성된 시나리오

를 개발사에 달하고 개발사에서 추가된 작업을 

확인했다. 

UMa 사용그룹의 시나리오는 퀘스트 형태에서는 

맵에서의 이동, DB에서는 캐릭터의 부모와 집안 

등 6부분이 추가 작업 되었고, 비사용그룹의 시나

리오는 별도의 퀘스트 문서를 개발해서 사용했으며 

보상조건, 연계 퀘스트 표시, 벨, 맵에서의 이동, 

DB에서는 캐릭터의 외형, 성격, 집안, 특기 등 총 

21부분이 추가 작업되었다. 

UMa 사용그룹의 시나리오의 경우 시놉시스 형

태와 퀘스트 형태를 나 어 개발되어 게임 개발에 

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정 인 평가를 얻었다. 

5. 결  론

본 연구진은 UMa 작도구의 효용성을 살펴보

기 해 두 개의 상용화 게임의 개발단계를 진행

하며, 작도구로 가치를 지녔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본 실험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총 8명을 상으로 진행해 정확성의 한계

가 있다. 개인차를 이기 해 나이, 경력, 성별의 

조건을 맞추면서 상인원이 히 어들었기 때

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베타버 의 공개를 통해 

폭넓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둘째, 과정의 상이 모바일이었다. 개발과정에 

참여해 효용성을 확인하려 했으나 기간의 문제로 

개발 시기가 짧은 모바일 랫폼이 사용되었다. 

MMOG나 게임기 등 다양한 랫폼에서의 확인이 

필요하겠다.

셋째, 두 가지 게임에서만 효용성을 살펴보았다. 

원작과 차기작의 개발기간이 실험기간과 일치하는 

게임을 선별하다 보니 두 가지 게임으로만 과정을 

진행했다. 추후 연구를 통해 게임 장르에 따라 어

떤 효용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실험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UMa 작도구

는 게임의 시나리오 특징과 쉬운 사용, 기간단축, 

동작업의 효율성에 있어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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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학 인 역으로 인식되어 있었던 게임 시

나리오의 데이터 분류와 정량화에 도움을  수 

있는 연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향후 연구에는 UMa 작도구를 이용한 사례를 

확보하고 효용성 과정  문제 으로 지 된 맵 

과 퀘스트 간의 이동표시와 연 성에 해 기능을 

보완할 정이다. 퀘스트 행태를 발 시켜 텍스트

뿐만 아니라 캐릭터, 배경 그래픽과 사운드를 지원

하는 작도구로 발 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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