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델의 등장은 게임 플레이에 있어서 단지 하나의 

요소로 볼 수 없다. 패키지 판매 모델에서 정액제

로 진화할 때의 그리고 다시 부분유료화 모델로 

진화할 때의 게임 시장의 변화를 생각해보신다

면, 광고 수익모델이라는 것이 어떠한 가능성을 

갖고 올 수 있는지는 절대로 등한시할 것이 아니

라고 생각한다. 

6. 결론

아쉬운 것은, S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의 게임산업과 게임업계의 모습이 지나친 열광이나 지나친 냉소 둘

중 하나의 태도만 있을 뿐, 그것을 장단점을 가진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S

시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기존의 게임이 없어지거나 망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한국에서의 콘솔과 패키지

의 몰락은 불법복제가 불러왔지 온라인 게임의 성장이 불러오지 않았다. 그것은 소셜과 스마트폰 시대에

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오히려, 소셜게임과 스마트폰은 온라인 게임이나 콘솔 게임의 훌륭한 마케팅 모델

로 동반자적 지위를 획득할 것이다. 이러한 S시대를 맞이하여 좀 더 객관적으로 가능성을 보고 열심히 개

발을 진행할 좋은 개발사들이 많이 있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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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게임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대중에 대한 어필이다. 대중에게 외면 당하는 게임은 게임 제작

자의 취미 생활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대중에게 어필 하는 게임이 무엇이고 이러한 게임을 어

떻게 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게임 개발사 전반을 통해 진행이 되어 왔지만 현재까지도 체계화된 

수준의 무언가를 제시하고 있는 문헌은 아쉽게도 거의 없다. 대중에게 어필한다는 것은 인간 감성에 대한 

이해의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감성은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이라 이러한 특성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일반적으로 게임 디자인은 예술(Arts)고 공학(Engineering)의 경계에 있다고 한다. Andrew Rollings 

와 Ernest Adams가 쓴 “on Game Design”1) 에서는 게임 디자인을 예술(Arts), 과학(Science), 조각

(Crafts)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예술적 영역에서 게임 디자인을 보는 관점은 선택 받은 소수가 그들

의 특별한 재능을 이용해 창의성을 발휘하여 무언가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일이 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

한, 게임 디자인을 과학 관점에서 게임 디자인 작업은 게임 플레이를 위한 게임 규칙(Rules)을 만들고 만

들어진 규칙이 적용된 게임 월드에서 요소들간의 밸런싱(Balancing)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게임을 조각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게임 월드의 구성은 아무 것도 없는 

평면에 섬세한 터치나 조작을 통해 다양한 개체를 조립하거나 다듬어 디자이너가 표현하고자 하는 세상을 

만드는 작업으로 해석된다. 이 책에서는 게임 디자인은 이러한 여러 영역의 작업이 모두 반영된 새로운 유

희의 작업으로 바라보는 것이 효과적이라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게임으로 정의되는 것들의 범위와 게임 디자인 작업 성격의 애매 모호한 특성으로 인해 게임을 짧은 한 문장

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게임 제작 방식도 체계화가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러한 게임이 가지는 애매 모호한 특성

은 “창의적인 게임 플레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은 어떤 특징과 규칙을 가

지는가?” 라는 질문의 답을 게임과 경계를 공유하는 예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고민을 어떻게 접근

1) Andrew Rollings and Ernest Adams, on Game Design, New Riders Group 에서 2003년 6월 출간 (ISBN 1-59273-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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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해결하고 있는지를 찾아 게임에 적용한다면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은 예술 작품, 게임, 그리고 IT소프트웨어의 제작 과정에서의 특징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예술 

작품의 경우, 예술가는 영감(Inspiration)이라는 자극을 통해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지를 정한다. 그리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스킬(Skill)을 사용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완성된 작품은 영감을 통해 자극을 

받아 소유한 스킬을 통해 자신의 정신 세계가 반영된 독특한 결과물이다. 순수한 예술 작품은 예술가의 만

족 자제가 그 목적이며 이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관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IT 소프트웨어의 경우, 만

들어지는 소프트웨어가 가져야 하는 특성을 정리한 요구 사항(Requirement Specificartion)이 주어진다. 

IT 개발자는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제작된 소프트웨어의 품질은 초기에 주어진 

요구 사항을 얼마나 만족하였는가에 대한 평가로 결정된다. 게임 제작의 경우, 초기에는 예술과 같이 약

간의 창의적인 발상에서부터 시작한다. 이후 창의적인 발상은 게임 디자인 문서 나 제작을 위한 기술 수준

을 도출한 기술 문서 등으로 정리된다. 정리된 문서를 토대로 IT 소프트웨어의 제작과 같이 게임이 수행되

는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동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제작이 이루어진다. 제작 중에는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제작 및 완성도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완성된 게임은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무결성(Sound) 

관점에서 정량적(Quantitative)인 평가와 더불어 이를 플레이 하는 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어떤 재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감성적(Emotional)인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 진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게임의 제작 과정을 보면 게임 디자인 초기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이 

이루어지지만 실제 제작 과적은 IT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진행이 된다. 완성된 게임은 대중에게 노출이 되

는데 대중은 게임을 심미적인 관점에서 예술 작품을 보는 시각으로 게임을 평가하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성능, 무결성 등을 통해 평가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게임이 가지는 제작 특성에서도 유추할 수 

[그림 1] 예술, 게임, IT소프트웨어 제작 과정 비교

있듯이, 게임 디자인을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는 예술가의 관점에서 게임을 접근하고, 제작에서는 공학

자의 관점에서 게임을 접근하는 것이 게임 제작 전반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한 방법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미있는 게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속성은 [그림 3]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창의적인 

기존의 게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게임 플레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게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로직 

수준부터 개발자가 기획한 게임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의미 수준에서까지 오류나 모순을 가지지 않

고, 제작되어 배포된 게임이 대중의 감성에 어필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는 게임은 혁신적인 

게임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고에서는 [그림 3]에서 제시한 요소들 반영하기 위한 게임 디자인 방법론을 게임의 범주와 관련된 학

문들에서 이와 관련된 유용한 팁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술, 공학, 디자인 관점

에서 “창의성”, “접근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여기서 유추한 특성들을 토대로 게임 디자

인에서 “창의적인 게임”, “대중적인 게임”을 만드는데 유용한 팁을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창의

[그림 2] 게임 제작 과정 도식화

[그림 3] 재미 있는 게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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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해결하고 있는지를 찾아 게임에 적용한다면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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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경우, 예술가는 영감(Inspiration)이라는 자극을 통해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지를 정한다. 그리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스킬(Skill)을 사용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완성된 작품은 영감을 통해 자극을 

받아 소유한 스킬을 통해 자신의 정신 세계가 반영된 독특한 결과물이다. 순수한 예술 작품은 예술가의 만

족 자제가 그 목적이며 이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관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IT 소프트웨어의 경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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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자는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제작된 소프트웨어의 품질은 초기에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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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한 기술 문서 등으로 정리된다. 정리된 문서를 토대로 IT 소프트웨어의 제작과 같이 게임이 수행되

는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동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제작이 이루어진다. 제작 중에는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제작 및 완성도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완성된 게임은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무결성(Sound) 

관점에서 정량적(Quantitative)인 평가와 더불어 이를 플레이 하는 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어떤 재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감성적(Emotional)인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 진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게임의 제작 과정을 보면 게임 디자인 초기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이 

이루어지지만 실제 제작 과적은 IT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진행이 된다. 완성된 게임은 대중에게 노출이 되

는데 대중은 게임을 심미적인 관점에서 예술 작품을 보는 시각으로 게임을 평가하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성능, 무결성 등을 통해 평가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게임이 가지는 제작 특성에서도 유추할 수 

[그림 1] 예술, 게임, IT소프트웨어 제작 과정 비교

있듯이, 게임 디자인을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는 예술가의 관점에서 게임을 접근하고, 제작에서는 공학

자의 관점에서 게임을 접근하는 것이 게임 제작 전반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한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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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게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게임 플레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게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로직 

수준부터 개발자가 기획한 게임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의미 수준에서까지 오류나 모순을 가지지 않

고, 제작되어 배포된 게임이 대중의 감성에 어필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는 게임은 혁신적인 

게임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고에서는 [그림 3]에서 제시한 요소들 반영하기 위한 게임 디자인 방법론을 게임의 범주와 관련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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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많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의 디자인 사례 제시를 통해 적용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 한다.

2. 예술 관점에서 바라보는 창의적 게임 디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April 15, 1452 - May 2, 1519)는 르네상스(Renaissance) 시

대를 대표하는 미술가이자 과학자, 음악가, 그리고 위대한 사상가로도 평가 받고 있다2). <모나리자(Mona 

Lisa)>, <최후의 만찬(The Last Supper)>을 비롯한 수 많은 미술 작품을 비롯하여 정교하게 설계된 광학 

장치, 기계 장치 등의 발명품은 예술가이자 발명가로써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최고의 재능을 보여 주었다. 

후세 그의 제자가 다빈치의 회화 방식을 정리한 <회화론>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통해 그가 작품

을 위한 영감을 어떻게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다.

“그대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벽이나 돌의 무늬를 주의 깊게 지켜보라. 만약 그대에게 약간의 관찰

력이 존재한다면 주의 깊게 보는 것 만으로 그 안에서 산, 강, 절벽, 나무, 평원, 언덕과 계곡과 같은 자연

을 품은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중략) 그대가 주의 깊게 보기만 한다면 수없이 많은 물체와 형태

로 그것들이 탈바꿈 하리라. (중략) 잠시 그대의 걸음을 멈추고 벽의 무늬, 불 속에서 떠오르는 재, 구름 그

리고 진흙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라. 그대가 제대로 그것들을 지켜본다면 분명 그 안에서 놀랍

고도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중략) 그대가 보고 있는 것에서 무엇을 보길 원하는지 그려내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자연의 일부나 생명체의 일부를 쉽게 그려낼 수 있으리라."3).

다빈치의 위의 문장을 통해 ‘상상력의 출발은 사물에 대한 세밀한 관찰’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달

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는 게임 관점에서 보면 문장에 등장하는 ‘사물’과 ‘세밀한 관찰’을 게임이라는 

범위에서 어떻게 규정하는 가에 대한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게임에서 ‘사물’로 인지될 수 있는 대상

을 현재의 ‘게임 시장(Game Market)’으로 규정 짓고 ‘세밀한 관찰’은 ‘분석’이라는 단어로 규정한다면 

‘창의적인 게임의 발상은 게임 시장의 세밀한 분석’이라는 문장으로 정리된다. 이렇게 ‘창의적인 게임의 

발상은 시장의 철저한 분석’에서 출발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논리적이 유추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

만 적어도 게임 디자이너가 창의적 발상을 위해 막연히 영감을 얻으려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시간을 소

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여지는 것에는 대부분이 공감할 것으로 판단된다.

2) http://en.wikipedia.org/wiki/Leonardo_da_Vinci

3) Andrew Rollings and Ernest Adams, on Game Design 의 한글 번역판 인용(15페이지).

2.1 창의적 게임 디자인 사례 연구: <아이파라오> 제작 과정 사례
최근 게임 분야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미국 애플사(Apple Inc)4)에서 출시한 아이폰(iPhone)5)

을 플랫폼으로 하는 아이튠즈(iTuenes)6)의 애플스토어(Apple Store)7)의 런칭이다. 오픈 마켓 플레이스

(Marketplace)인 애플스토어는 2008년 7월 런칭하여 8개월 만에 10억 다운로드를 달성하여 성공적인 어

플리케이션 시장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2010년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 플랫폼 회사와 이동 통신사가 

애플사의 마켓 플레이스 모델을 기본으로 서비스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수익을 공유하는 수익 공유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기반 어플리케이션 오픈 마켓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필자가 속한 대학원에서는 랩 구성원들과 같이 애플스토어가 런칭된 2008년 가을부터 아이폰을 위한 

게임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대학원 수업을 통해 시작하였다. 어떤 게임을 제작할지에 대한 게임 플레이 아

이디어를 얻기 위해 먼저 애플스토어의 시장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장에 대한 분석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카테고리에서 광범위한 자료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4) http://www.apple.com/

5) http://www.apple.com/ipone

6) http://itunes.apple.com/

7) http://store.apple.com/

[그림 4] 아이폰용 게임 마켓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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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참조). 

- 아이폰, 아이팟터치8)의 하드웨어 특성 분석

- 애플스토어 사이트의 어플리케이션 특성 분석

- 애플스토어 사이트 게임 카테고리의 게임 특성 분석

- 아이폰용 게임 개발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의 콘텐츠 분석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였고 특히, 게임 어플리케이션들의 콘텐츠 및 디자

인 특성 분석을 통해 아이폰용 게임이 가지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그림 5] 참조).

- 하드웨어 기능을 게임 플레이에 반영(모션 센서, 멀티 터치의 활용)

- 체감이 가능한 직관적인 게임 플레이(기존 인터페이스 방식 게임의 전환 지양)

- 화면 터치로 인한 몰입 방해 해결 (관심의 대상에 대한 터치 행위 지양)

- 조작이 주는 몰입보다 결과에 흥미 부여 (정교한 조작을 위한 UI 디자인의 난해함)

도출된 특성을 기반으로 대학원 수업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게임 디자인을 위한 컨셉 초안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그림 5] 참조).

-  <파라오(Pharaoh)>: 피라미드의 주인 파라오가 되어 피라미드를 기울여 바위를 굴리고 벽을 움직여 길을 

바꾸어 제한시간 내에 도굴꾼들이 보물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거나 모든 도굴꾼을 가두는 게임.

- <더바(The Bar)>: 바텐더가 되어 다양한 종류의 칵테일을 만들어 돈을 버는 게임.

-  <킵팜(Keep Farm)>: 채소밭을 노리는 야생동물들을 손가락을 사용하여 막아내며 플레이 하는 간단하면

서도 손이 바쁜 게임.

-  <스케치(Sketch)>: 손가락이 움직이는 궤적을 이용하여 그림 그리듯 플레이 하는 쉽고 단순하며 손이 바

쁜 액션 게임.

8) http://store.apple.com/ipodtouch

[그림 5] 아이폰용 게임 플레이 특성 분석

[그림 6] 아이폰용 게임 컨셉(Concept) 스케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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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 제한시간 내에 도굴꾼들이 보물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거나 모든 도굴꾼을 가두는 게임.

- <더바(The Bar)>: 바텐더가 되어 다양한 종류의 칵테일을 만들어 돈을 버는 게임.

-  <킵팜(Keep Farm)>: 채소밭을 노리는 야생동물들을 손가락을 사용하여 막아내며 플레이 하는 간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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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치(Sketch)>: 손가락이 움직이는 궤적을 이용하여 그림 그리듯 플레이 하는 쉽고 단순하며 손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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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ttp://store.apple.com/ipodtouch

[그림 5] 아이폰용 게임 플레이 특성 분석

[그림 6] 아이폰용 게임 컨셉(Concept) 스케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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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게임 디자인 후보 중 가장 흥미로운 게임 세계를 보여주고 아이폰이 가지는 하드웨어 및 UI의 속성을 

반영하면서 타 플랫폼에서 경험하기에는 어려운 게임 플레이를 줄 수 있는 <파라오>를 선택하여 게임 개

발을 진행하였다(후에 <아이파라오(iPharaoh)>로 타이틀 명이 변경됨, 이하 <아이파라오>). 세부 기획 설

정 작업을 통해 <아이파라오>는 피라미드, 도굴꾼 등이 등장하는 흥미로운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모션 센

서 및 자이로 센서(Gyro Sensor)를 통한 바위 굴리기, 미로의 구조 변경을 통한 퍼즐 플레이, 개발사가 제

공하는 맵 이외에 사용자가 자유롭게 맵을 만들 수 있는 공개된 맵 에디터 지원 등을 통해 누구나 쉽고 흥

미롭게 접근 가능한 게임 플레이를 디자인 하였다.

[그림 7] <아이파라오> 게임 디자인 컨셉 상세 요약

<아이파라오>의 기획 초기 단계에서는 “중력 센서를 이용한 바위 굴리기” 와 “처리를 이용한 지형 및 

바위 조작” 이라는 게임 플레이를 중심으로 게임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중력 센서 사용을 위기 기기를 기

울일 경우, 이러한 상태에서 터치를 통한 화면 조작은 매우 불편할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양새가 되기 

위해서는 바위 등 게임에 움직이는 요소들이 기울임에 대한 반응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울임이라는 

부분은 다양한 게임플레이를 디자인하는데 방해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력 센서를 통한 기울임 

조작을 빼고, 터치를 통해 게임의 조작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또한, 미이라, 바위 등의 움직임에 대한 

조작은 해당 개체를 터치를 통해 움직이는 방향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터치로 인해 가려지는 부

분에 대한 조작을 제거함으로써 몰입을 유도하였다. [그림 9]는 터치를 통해 바위의 이동을 조작하는 방식

과(좌) <아이파라오> 게임 플레이 화면(우)을 보여준다.

<아이파라오>는 2008년 10월부터 기획 세부 작업을 시작하여 2009년 1월부터는 ㈜저스트나인9)과의 

공동 개발을 통해 2009년 9월 애플스토어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아이파라오>버전 1.0에서는 플레이어

가 피라미드를 지키는 파라오가 되는 설정으로 터치를 통한 게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석상, 미이라, 미로

의 구조를 변경하는 문 등을 조작하여 피라미드 내에 보물을 훔치러 들어오는 도둑을 물리치는 액션 중심

의 게임 플레이를 제공하며, 서로 다른 난이도를 가지는 60개의 맵을 배경으로 다양한 퍼즐 풀기를 통한 

9) http://www.just9.net

[그림 9] 터치 조작 및 게임 플레이 화면 이미지

[그림 8] <아이파라오> 게임의 초기 화면 이미지[그림 8] <아이파라오> 게임의 초기 화면 이미지

32 33

창의적이고 누구나 쉽게 플레이 가능한 게임 제작을 위한 팁2010 한국게임학회지



위 게임 디자인 후보 중 가장 흥미로운 게임 세계를 보여주고 아이폰이 가지는 하드웨어 및 UI의 속성을 

반영하면서 타 플랫폼에서 경험하기에는 어려운 게임 플레이를 줄 수 있는 <파라오>를 선택하여 게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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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파라오>는 2008년 10월부터 기획 세부 작업을 시작하여 2009년 1월부터는 ㈜저스트나인9)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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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를 제공하도록 디자인 되었다. <아이파라오>게임은 출시 이후 게임 웹진(Webzine) 등 여러 미디어에

서 게임 플레이 측면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10).

-  "It's quite easy to let time escape while muttering, Just one more level... just one more level...." - www.

examiner.com (★★★★★)

-  "On the whole, a nice puzzle game with a great theme. The pharaohs were never this fun before." - 

iPhoneFootPrint.com (★★★★★)

- "This game is amazingly addictive!" - Zivyzips (★★★★★)

- "Very cute puzzle type game with a twist" - Lacedolphin (★★★★★)

- "Very great game and I highly recommend it! So much fun, very hard to put down" - JCman7 (★★★★★)

3. 공학, 디자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 디자인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가지는 경험은 크게 비쥬얼 요소(Visual Element), 상호작용 요소(Interactive 

Element), 사운드 요소(Audio Element)로 구분된다11). 비쥬얼 요소는 게임 플레이 화면을 중심으로 플레

이어에게 게임의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가시적인 모양새(Look)이다. 상호작용 요소는 플레이어가 게임과

의 상호작용을 통하거나 또는 게임 내부에서 여러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을 보면서 감성적으로 전달받는 느

낌(Feel)이다. 다수가 쉽게 배우고 즐기는 게임은 비쥬얼 요소와 상호작용 요소, 이 두 가지 요소를 다수가 

쉽게 받아 들이도록 디자인 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유용한 팁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기 위해 게임 디자인 측면 과 게임 제작 측면에서 게임 디자인 이슈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3.1.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게임 디자인 팁
피터 몰리뉴(Peter Molyneus)12)는 싱글 플레이 게임 <던전 키퍼(Dungeon Keeper)>13) 제작을 통해 인

터페이스에서 복잡한 인터페이스가 플레이어에게 주는 혼란스러움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고, 인터페이

스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명성(Transparent)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Dungeon Keeper> taught me to think even harder about design issues before starting the 

10) http://itunes.apple.com/us/app/ipharaoh-ep2-desperate-pharaoh/id327066623?mt=8

11) Andrew Rollings and Ernest Adams, on Game Design , New Riders Group(pp. 148)

12) http://en.wikipedia.org/wiki/Peter_Molyneux

13) http://www.mobygames.com/game/dungeon-keeper

process of implementation. It also taught me how not to design an interface - the complicated 

interface meant that <Dungeon Keeper> was a missed opportunity (Peter Molyneus, <Dungeon 

Keeper> 게임 디자이너)14)”.

인터페이스는 플레이어와 게임 간의 상호 작용의 방식을 정의하는 역할을 한다. 인터페이스가 투명하다

는 의미는 플레이어와 게임 간의 입, 출력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게임 로직과 게임 화면상에서는 반드시 

존재하지만 플레이어가 게임을 조작할 때 인터페이스를 거의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위해서는 복잡함을 감추어(Hiding Complexity) 

플레이어가 인터페이스를 학습하거나 게임을 플레이 할 때 특정 조작을 하기 위해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일련의 작업이 거의 없도록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하여야 한다. 게임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투명성이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된 사례로는 와 <블랙 앤 화이트(Black and White)15)가 대표적이다.

로비오 모바일(Rovio Mobile)16)에서 개발한 아이폰 게임인 <앵그리 버즈(Angry Brids)>17)는 게임 화

면상에서 텍스트로 표현되는 비쥬얼 방식을 최소화 하고 아이콘(Icon)과 심볼(Symbol)을 최대한 활용하

여 복잡함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플레이어가 게임 학습 시간

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애플스토어를 통해 다수의 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는 상황에서 나라별로 지역화 작업

(Localization) 비용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10]은 <앵그리 버즈>의 

인터페이스 비쥬얼 디자인을 볼 수 있는 게임 화면 이미지이다.

14) Andrew Rollings and Ernest Adams, on Game Design , New Riders Group(pp. 184)

15) http://lionhead.com/Games/BW/Default.aspx

16) http://www.rovio.com/

17) http://iphone.angrybirds.com/

[그림 10] <앵그리 버즈> 화면 레이아웃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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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cute puzzle type game with a twist" - Lacedolphin (★★★★★)

- "Very great game and I highly recommend it! So much fun, very hard to put down" - JCman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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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플레이어가 가지는 경험은 크게 비쥬얼 요소(Visual Element), 상호작용 요소(Interactive 

Element), 사운드 요소(Audio Element)로 구분된다11). 비쥬얼 요소는 게임 플레이 화면을 중심으로 플레

이어에게 게임의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가시적인 모양새(Look)이다. 상호작용 요소는 플레이어가 게임과

의 상호작용을 통하거나 또는 게임 내부에서 여러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을 보면서 감성적으로 전달받는 느

낌(Feel)이다. 다수가 쉽게 배우고 즐기는 게임은 비쥬얼 요소와 상호작용 요소, 이 두 가지 요소를 다수가 

쉽게 받아 들이도록 디자인 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유용한 팁이 무엇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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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ttp://itunes.apple.com/us/app/ipharaoh-ep2-desperate-pharaoh/id327066623?mt=8

11) Andrew Rollings and Ernest Adams, on Game Design , New Riders Group(pp. 148)

12) http://en.wikipedia.org/wiki/Peter_Molyneux

13) http://www.mobygames.com/game/dungeon-keeper

process of implementation. It also taught me how not to design an interface - the complicated 

interface meant that <Dungeon Keeper> was a missed opportunity (Peter Molyneus, <Dung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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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ndrew Rollings and Ernest Adams, on Game Design , New Riders Group(pp. 184)

15) http://lionhead.com/Games/BW/Default.aspx

16) http://www.rovio.com/

17) http://iphone.angrybirds.com/

[그림 10] <앵그리 버즈> 화면 레이아웃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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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홀인> 게임 타이틀, 옵션 선택 화면 이미지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 사항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도 인터페이

스의 복잡성을 피함과 동시에 다수의 플레이어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옵션 메뉴를 

통해 다양한 선택 사항을 제공하는 것은 다수의 플레이어를 수용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 모국어 지원, 

왼손잡이 사용자를 위한 조작 인터페이스 변경 기능, 캐릭터 이동 단위 속도 지정, 사운드 온/오프, 진동 기

능의 사용 여부, 색맹(Color Blindness)인을 위한 색 중심 보다는 패턴 모양 중심의 게임 디자인 등이 여기

에 해당된다. 필자와 아주대학교 미디어학부 학생들이 개발하고 ㈜저스트나인에서 퍼블리싱(Publishing)한 

아이폰 게임 <홀인(Hole In)>18)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터치 및 모션 센서를 통해 우주선의 위치와 기울임

을 조정하여 맵에 있는 벽의 틈을 통과하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게임이다. 이 게임에서는 아래의 옵션을 

제공하여 다수의 플레이어를 위해 인터페이스 수준에서 다양한 선택 사항을 제공한다.

- Steering Sensitivity(기울기감도) - 비행선의 기울어짐, 5단계 제공, preview 화면 제공

- Steering Position(기울기방향) - 기울어지는 방향과 같은 방향 또는 역방향 중 하나 선택

- Booster Position(부스터위치) - 오른쪽, 왼쪽 중 한가지 선택

- Joystick Position(조이스틱위치) - 고정 패드, 다이나믹 패드 중 한가지 선택

- Language(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 한가지 선택

- Sound(사운드) - 온, 오프 중 한가지 선택

- Vibration(진동) - 충돌이 발생했을 때 진동 온, 오프 중 한가지 선택

게임 플레이 방식을 플레이어에게 알려 주기 위한 도움말 제공은 모든 게임 마다 기본적으로 지원 하는 기능 

중 하나이다. 만약 게임의 도움말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보여주면서 플레이어가 이 내용을 전부 숙지한 것으로 

18) http://www.airportmania.com/

가정하고 게임을 진행 하도록 한다면 플레이어에게 학습의 부담을 주어 게임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아이파

라오>에서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요소가 등장하면 그 시점에서 새로 등장한 요소가 어떤 역할과 상호작

용을 설명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튜토리얼(Tutorial) 스테이지를 수행 하게 함으로써 플레이어에게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그림 12] 참조). 이러한 학습 방식은 <에어포트 마니아: 퍼스트 플라이트(Airport 

Mania: First Flight)>19)나 <초콜릿 샵 프렌지(Chocolate Shop Frenzy)>20) 등 게임 진행에 따라 상호 작용 요소

들이 점점 증가하는 타이쿤(Tycoon) 게임들에서 주로 많이 채택하는 방식이다.

3.2. 게임 플레이 관점에서 게임 디자인 팁
게임 플레이는 게임에서 흥미로운 선택 사항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용어이다21). 게임 디자이너는 게임이 

플레이어가 게임을 학습하는 속도를 파악하고 이 속도에 맞추어 게임의 난이도를 올려 나가도록 레벨 디

자인(Level Design)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레벨 디자인을 설계할 때 난이도를 어렵게 하기 위해 게임 

플레이에 무작위성(Randomness)을 점점 많이 추가하는 케이스는 플레이어가 게임을 학습하는데 어려움

을 느낄 뿐 아니라 같은 레벨을 계속 플레이 하더라도 학습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게임 디자인에서 이러한 무작위성은 가급적 배제하고 난이도 별로 특정한 상호작용 패턴을 정의

하여 사용함으로써 플레이어가 게임에 익숙해 지도록 디자인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9) http://www.airportmania.com/

20) http://www.airportmania.com/

21) Andrew Rollings and David Morris, Game Architecture and Design, Coriolis Group Books, 2000 (pp. 38)

[그림 12] <아이파라오> 튜토리얼 스테이지 화면 이미지

36 37

창의적이고 누구나 쉽게 플레이 가능한 게임 제작을 위한 팁2010 한국게임학회지



[그림 11] <홀인> 게임 타이틀, 옵션 선택 화면 이미지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 사항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도 인터페이

스의 복잡성을 피함과 동시에 다수의 플레이어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옵션 메뉴를 

통해 다양한 선택 사항을 제공하는 것은 다수의 플레이어를 수용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 모국어 지원, 

왼손잡이 사용자를 위한 조작 인터페이스 변경 기능, 캐릭터 이동 단위 속도 지정, 사운드 온/오프, 진동 기

능의 사용 여부, 색맹(Color Blindness)인을 위한 색 중심 보다는 패턴 모양 중심의 게임 디자인 등이 여기

에 해당된다. 필자와 아주대학교 미디어학부 학생들이 개발하고 ㈜저스트나인에서 퍼블리싱(Publishing)한 

아이폰 게임 <홀인(Hole In)>18)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터치 및 모션 센서를 통해 우주선의 위치와 기울임

을 조정하여 맵에 있는 벽의 틈을 통과하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게임이다. 이 게임에서는 아래의 옵션을 

제공하여 다수의 플레이어를 위해 인터페이스 수준에서 다양한 선택 사항을 제공한다.

- Steering Sensitivity(기울기감도) - 비행선의 기울어짐, 5단계 제공, preview 화면 제공

- Steering Position(기울기방향) - 기울어지는 방향과 같은 방향 또는 역방향 중 하나 선택

- Booster Position(부스터위치) - 오른쪽, 왼쪽 중 한가지 선택

- Joystick Position(조이스틱위치) - 고정 패드, 다이나믹 패드 중 한가지 선택

- Language(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 한가지 선택

- Sound(사운드) - 온, 오프 중 한가지 선택

- Vibration(진동) - 충돌이 발생했을 때 진동 온, 오프 중 한가지 선택

게임 플레이 방식을 플레이어에게 알려 주기 위한 도움말 제공은 모든 게임 마다 기본적으로 지원 하는 기능 

중 하나이다. 만약 게임의 도움말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보여주면서 플레이어가 이 내용을 전부 숙지한 것으로 

18) http://www.airportmania.com/

가정하고 게임을 진행 하도록 한다면 플레이어에게 학습의 부담을 주어 게임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아이파

라오>에서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요소가 등장하면 그 시점에서 새로 등장한 요소가 어떤 역할과 상호작

용을 설명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튜토리얼(Tutorial) 스테이지를 수행 하게 함으로써 플레이어에게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그림 12] 참조). 이러한 학습 방식은 <에어포트 마니아: 퍼스트 플라이트(Airport 

Mania: First Flight)>19)나 <초콜릿 샵 프렌지(Chocolate Shop Frenzy)>20) 등 게임 진행에 따라 상호 작용 요소

들이 점점 증가하는 타이쿤(Tycoon) 게임들에서 주로 많이 채택하는 방식이다.

3.2. 게임 플레이 관점에서 게임 디자인 팁
게임 플레이는 게임에서 흥미로운 선택 사항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용어이다21). 게임 디자이너는 게임이 

플레이어가 게임을 학습하는 속도를 파악하고 이 속도에 맞추어 게임의 난이도를 올려 나가도록 레벨 디

자인(Level Design)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레벨 디자인을 설계할 때 난이도를 어렵게 하기 위해 게임 

플레이에 무작위성(Randomness)을 점점 많이 추가하는 케이스는 플레이어가 게임을 학습하는데 어려움

을 느낄 뿐 아니라 같은 레벨을 계속 플레이 하더라도 학습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게임 디자인에서 이러한 무작위성은 가급적 배제하고 난이도 별로 특정한 상호작용 패턴을 정의

하여 사용함으로써 플레이어가 게임에 익숙해 지도록 디자인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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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게임인 <텝 텝 벌룬(Tap Tap Balloon)>22)은 화면상에 나타나는 오른손과 왼손으로 번호가 적힌 

풍선 캐릭터들을 번호 순서대로 동시에 터치하는 게임 플레이를 제공한다. 이 게임에서는 게임을 플레이 

할수록 왼쪽과 오른쪽에 나타나는 풍선의 개수가 늘어나고 풍선을 터트리는 방향 및 풍선 들이 배치된 기

하학적 모양이 변하면서 점점 어려운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 스테이지가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도록 디자

인 하기 위해 풍선의 개수, 클리어 하기 위해 터트려야 하는 풍선 개수, 풍선을 터트려야 하는 방향 등을 

프로그램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다. 게임에서는 이 테이블에 있는 패턴대로 화면에 보여 줌으

로써 플레이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난이도가 증가하더라도 게임을 쉽게 적응하고 오래 플레이 할수록 학습 

효과에 의해 게임에 익숙해지게 된다.

게임의 장르에 대한 선택도 사용자 층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쥬얼드 3 

(Bejeweled)>23)시리즈나 <츄즐(Chuzzle)>24), <뿌요뿌요(ぷよぷよ, Puyopuyo)>25)시리즈 와 같은 퍼즐 풀

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임들은 약간의 사고를 요구하면서, 비교적 게임 규칙이 간단하고 플레이 시간

이 타 장르에 비해 짧기 때문에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접근이 용이한 게임 장르 중 하나이

22) Andrew Rollings and David Morris, Game Architecture and Design, Coriolis Group Books, 2000 (pp. 38)

23) http://www.popcap.com/games/bejeweled

24) http://www.popcap.com/games/chuzzle

25) http://en.wikipedia.org/wiki/Puyo_Puyo

STAGE 풍선 개수 목표 풍선 개수 왼쪽 풍선패턴 오른쪽 풍선 패턴 

STAGE  1 2 * 2 3 시계방향 시계방향 

STAGE  2 3 * 3 4 시계방향 시계방향 

STAGE  3 4 * 4 5 시계방향 시계방향 

STAGE  4 3 * 2 4 시계방향 시계방향 

STAGE  5 4 * 3 6 시계방향 시계방향 

STAGE  6 5 * 3 13 시계방향 시계방향 

STAGE  7 5 * 4 14 시계방향 시계방향 

[그림 13] <탭 탭 벌룬> 난이도 세팅 테이블 데이터 및 게임 플레이 화면 이미지

다. 퍼즐 장르의 게임들은 퍼즐의 초기 상황과 게임의 종료 조건을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면 플레이어는 퍼

즐 조각들을 사고를 통해 자작하여 조합함으로써 문제를 풀어 나간다. 이러한 퍼즐 방식의 게임이라도 게

임 진행 규칙, 종료 조건에 따라 접근성의 수준이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퍼즐 장르의 게임에서 다수의 사

용자를 위한 게임 플레이의 필요 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약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게임 플레이

- 클리어를 위한 여러 해법을 제공하는 게임 플레이

- 선택의 연속이 전략으로 연결되는 게임 플레이

- 조작 타이밍에 크게 민감하지 않는 게임 플레이.

- 조작 실수나 실패시 벌칙(Penalty) 보다는 성공시 보상(Rewards)을 주는 식으로의 제공되는 게임 플레이

아이폰 게임 <리스키 블록(Risky Block)>26)이나 <앵그리 버즈>는 약간의 사고력을 요구하면서 한 스테이지에

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클리어 가능한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퍼즐을 풀어 나갈 수 있고, 

같은 스테이지를 플레이 하더라도 게임 플레이가 매번 달라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흥미로운 선택의 전략이 

가능하여 몰입을 유도한다.

<컷 더 로프(Cut the Rope)>27)는 상자 속에 사탕이 달인 줄을 플레이어가 적절하게 끊어 상자 속에 있

는 크리처(Creature)에게 사탕을 먹이는 게임이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부담을 가지지 않으면서 게임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각 스테이지는 클리어 하는데 시간 제

26) http://itunes.apple.com/us/app/risky-blocks/id352720267?mt=8

27) http://itunes.apple.com/us/app/risky-blocks/id352720267?mt=8

[그림 14] <리스키 블록> 게임 클리어 화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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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와 같이 게임을 못하는 사람을 벌하는 시스템 보다는 게임을 잘 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많이 주는 식으

로 디자인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게임 디자인이 될 가능성에 매우 높다.

4. 결론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게임을 보는 시각

이 절대적이다. 이를 위해 만들고자 하는 게임 시장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는 작업이 그 어느 

작업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게임 개발과정을 체계화 하는 데에도 기여를 한다. 창의적 게임 플레이

를 단순히 기획자의 영감에 의존한다면 일정 관리가 어렵고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을 예측

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접근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어

떠한 보장도 하기 어렵다.

본 고에서는 창의적 게임 디자인은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 시장을 이해하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을 하였고, 사례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예를 제시하

였다. 또한 다수가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이 가지는 특징을 디자인적 측면과 게임 로직 측면에서 접근하여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팁을 게임 개발에 참고한다면 좀 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창의 적인 게임 디자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이 없다. 따라서 조작에 익숙하지 못한 플레이어도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 게임을 진행 할 수 있다. 캔

디를 크리처에게 먹이는 과정에서 별 아이템을 얼마나 모았는지에 따라 보상의 결과가 달라진다. 별 아이

템을 모으는 게임 플레이는 게임에 능숙한 사람에게는 도전 과제로 몰입을 유도하고, 게임에 익숙하지 못

한 사람에게는 굳이 모으지 않아도 되는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현재 스테이지를 굳이 클리어하지 않고서도 다음 스테이지를 플레이 할 수 있다. <컷 더 로프>

[그림 13] <탭 탭 벌룬> 난이도 세팅 테이블 데이터 및 게임 플레이 화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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