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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스마트폰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게임의 발전 속도도 빨라지고 있지만,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게임을 성공시키기 위한 요소 중 하나로 UI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바일 게임 UI 설계 시 이전에 기능과 심미적 표현, 기능중심디자인과 정보 전달과 더불어
사용자의 경험을 설계하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UX요소 중 경험을 이용해
효과적인 모바일 RPG의 로비 layout을 제시하였다.  Ernest Adams와 Andrew Rollings의 레이아웃 분류 방법을 
통해 google play 누적매출 순위 20위 내 모바일 RPG의 9개를 선정해 로비 layout을 분석한 결과 모바일 RPG장르의
첫 시장 흥행을 이끌었던 게임의 로비 layout이 이후 출시되어 흥행한 게임의 기준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기존 RPG를 이용했던 경험에 의해 낮은 진입장벽과 학습이 불필요 하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이전에 이용하였던 게임과 
유사하게 느끼는 로비 layout이 효과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RPG 이외의 다른 장르에 관한 최적의
UX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넓은 장르의 공통적인 layout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UI, UX, 사용자 경험, 레이아웃, 모바일 게임, RPG, 게임 기획, 인터페이스

Abstract  Growing smartphone usage in South Korea has also accelerated the pace of development of 
mobile games, but competition is intensifying as the market grows. As one of the factors for the success 
of the game in this mobile game market, UI has been presented, suggesting that the design of such 
mobile game UI should be approached in terms of designing the user's experience, along with its 
function, aesthetic expression, function-oriented design and information delivery b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ective lobby layout of mobile RPG using experience among UX factors. Through the 
layout classification of Ernest Adams and Andrew Rollings, we selected 9 mobile RPGs in the 20th place 
of google play cumulative sales rankings and analyzed the layout of the lobby. As a result, the lobby 
layout of the game, which led the first market success of the mobile RPG genre, The result was that it 
became the standard of the boxed game.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lobby layout, which is similar 
to the game used previously by the user, is effective because low entry barriers and learning are 
unnecessary due to the experience of using the existing RPG. Future studies may produce a common 
layout of a broad genre if studies are conducted to measure the optimum UX for other genres than R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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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6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률이 90퍼센트에 육박하며, 이에 따라 모바일 게임
의 발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17년 넷마블의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2 레볼루션이 출시된 후, 1달간 206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바
일 RPG(Role Playing Game)의 시장성과 규모를 확인
할 수 있다[1,2].

Igaworks의 ‘2016년 Google Play 게임 카테고리 총
결산’에 따르면 2016년도 한 해 출시된 신규 게임 중 
Google Play Store에 등록된 것이 13,800여 개로, 시
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3].

이러한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게임을 성공시키기 위한 
요소 중 하나로 UI(User Interface)를 제시하고 있는데, 
게임의 UI가 플레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레이
아웃 디자인의 요소가 게임을 플레이 하는 부분에서 영
향력이 크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으며, 모바일 게임 UI설
계 시 이전에 기능과 심미적 표현, 융복합적 기능중심디
자인과 정보 전달과 더불어 사용자의 경험(UX)을 설계하
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4-7].

위와 같이 모바일 게임의 사용자경험과 UI에 대한 중
요성 및 개념을 분석하는 연구는 지속되어 왔지만, 기존 
모바일 게임 UI에 대한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의 요소 중 하나인 이전에 유사한 제품을 사용하면서 얻
은 경험(previous experience)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전에 진행된 layout에 관한 
연구 및 문헌조사와 출시된 모바일 RPG의 로비 layout
을 분석해보고, 모바일 RPG에서의 효과적인 layout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Mobile Game Layout
UI는 인간과 사물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
는 개발자가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의 콘텐츠를 이용, 
탐색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몰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
치로 사용된다. 또한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해 이용자가 

사이버 공간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같은 몰입 상황을 유
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9].

여기서 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 중 중요한 역할을 차지
하는 것이 layout이다. 각 기능의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에 따라 이용자는 진입장벽과 몰입감 등을 느끼는 데에 
영향을 받는다[5].

layout이란 지면 배열, 형세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데, 모바일 게임의 레이아웃은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요
소를 뜻하는 단어이며 각 기능과 요소들을 화면에 배치
하는 것을 뜻한다[10].

이 중 스크린 레이아웃은 각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며 
각 영역을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이용자에게 보일 화면
을 설계하는 작업이며,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구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11].

Fig. 1. Platform I / O devices

스마트폰 게임의 UI는 기존의 PC와 콘솔 등 타 기기
의 게임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과거에 일방
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의 단순UI와는 달리 최근에
는 UI에서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발전하였는데, 이는 
스마트폰의 조작 특성에 따라 입출력 UI를 하나의 장면
에 모두 담고 있어 다른 플랫폼의 UI와 차별화 되는 UI 
및 layout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12].

Fig. 1과 같이 모바일 게임의 조작방식이 UI에 직접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변화하며 각 기능이 표시되는 지
점이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하도록 구성되었는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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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모바일 게임 layout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바일 게임에서의 layout은 광고의 layout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 뿐 아니라 수용자
와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하여야 한다. 이는 수용자의 주
의, 지각, 이해, 기억을 감안하여 layout을 설계해야 함
을 뜻하며 게임에서의 layout도 유사한 점을 가진다[13].

즉 제작자, 개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메시지로써 
도구를 쉽게 찾고 이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최적의 환경
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14].

2.2 Mobile Game Layout
사용자 경험은 제품과 서비스, 회사 등 이용자가 상호

작용을 통해 가지게 되는 느낌이나 경험, 감정 태도, 행동 
등 인지 반응을 포괄하는 의미 또는 이용자가 제품, 시스
템,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사용자의 지각과 반응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 되었다. 즉 이용자가 사용하며 느
낀 만족, 감정이며 사용한 제품에 대한 총체적 경험이다
[8,15,16].

UX의 개념이 사용성, UI 등과 같이 UX에 해당하는 
요소들이나 UI와 같은 비슷한 개념과 혼동되기도 하였으
며, 이를 지적하고 경험의 초점을 두고 연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관점은 인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철학적 고찰
과 연구를 중심으로 경험을 통해 UX를 설명하고 정의하
려는 시도도 있었다[17].

위와 같이 다양한 시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인
간의 ‘경험’이라는 요소와 사용성, 사용자의 감성, 사용자
의 가치 등은 주관적인 요소이므로 좋은 사용자 경험을 
평가하고 측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
UI에 대한 사용자 경험은 기존에 출시되어 이용하였거나 
이용 중인 게임으로 국한된다. 이렇게 형성된 경험을 통
하여 사용자 경험의 요소 중 하나인 유사한 제품을 사용
하면서 얻은 경험(previous experience)관점을 충족시
키는 모바일 게임의 UI를 도출해낼 수 있다[8].

이런 관점에서 도출된 UI는 기존에 출시되어 많은 이
용자가 경험한 게임을 분석하여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
에서 객관성을 가지며 기존의 경험으로 인해 학습이 최
소화 되어 사용자의 편의성, 기능성 그리고 게임 제작단
계에서의 UI설계 시 layout설계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UI라고 할 수 있다[11].

3. 분석 결과

3.1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본 논문에서는 현재 출시된 모바일 RPG를 대상으로 

로비 layout을 분석하여 현재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 향후 개발될 모바일 RPG에서의 효과적인
layout의 모델을제시하고자 한다.

Fig. 2. Layout classification of Adams and Rollings

Fig. 2와 같이 ernest Adams와 Andrew Rollings가 
구분한 레이아웃의 방식으로 모바일 게임의 로비화면을 게
임정보, 상태표시 즉 상호작용 기능이 배치된 영역과 게임 
플레이 화면을 영역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11].

또한 게임의 출시 일 순으로 대상을 분석하여 layout
이 이용자들이 가장 오래 접한 layout과 최근에 접한 
layout이 어떤 것이고 어떤 layout을 기반으로 변경되었
는지를 도출하였다.

레이아웃 상 빈 부분이 기능이 없고 다른 배치가 힘들 
때는 Fig. 3과 같이 표시하였으며, MMORPG는 로딩과 
로그인 화면 이후 캐릭터가 움직이게 되는 첫 화면을 기
준으로 분석하였다.

Fig. 3. Analysis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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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대상 선정
Igaworks의 연도 별 Google Play 게임카테고리 총

결산 보고서의 3개년 구글 플레이 게임 국내 누적매출순
위 20위 내의 모바일 게임 과 2017년에서 2019년 매출
순위를 기반으로 기간 내 다른 해에도 순위 내에 들어간 
게임을 대상으로 선정 하였으며, 후속작이나 동일
IP(intellectual property)의 게임이 다른 해에도 누적
매출순위에 들어간 경우도 포함해 Table 1과 같이 선정
하였다[3,18,19].

game title Release Date

Creature Academy for kakao 2013. 08. 03

Dragon Blaze 2014. 02. 17

Seven Knights for kakao 2014. 03. 07

Blade for kakao 2014. 04. 22

Summoners War 2014. 06. 12

Raven 2015. 03. 12

Mu Origin 2015. 04. 28

HIT 2015. 11. 18

Lineage2: Revolution 2016. 12. 14

Lineage2M 2019. 11. 27

Table. 1. Analysis target 

분석 대상은 위 기준과 같이 이용자들에게 꾸준히 매출을 
올린 게임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대상의 모바일 RPG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경험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3.3 분석결과
선정하여 로비 layout을 출시 일 순으로 분석한 결과 

Fig.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2013년 8월에 출시된 몬스터 길들이기 이후에 출시

된 모바일RPG는 유사한 형태의 layout으로 구성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능의 배치 또한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14년 4월에 출시된 서머너즈 워의 
경우 layout의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후에 출시
된 게임에서 해당 게임의 layout을 채택하지 않아 이용
자들 다수가 경험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가장 많이 사용 된layout은 2014년 모바일RPG장르 
급성장의 시발점이 된 몬스터 길들이기의 로비 layout을 
기반으로 하여 변형된 형태이며 이용자들 또한 몬스터 
길들이기의 로비 layout을 기반으로 변형된 그림5와 같
은 로비 layout이 익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
해낼 수 있었다[20].

Fig. 4. Analysis

모바일MMORPG인 뮤오리진, 리니지2:레볼루션, 리
니지2M의 경우 몬스터 길들이기의 로비 layout에서 전
투 및 캐릭터 조작 UI가 추가된 만큼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비교적 최근에 이용자 수가 늘어난 모바일
MMORPG장르 중 최대의 매출과 이용자 수를 보유한 
만큼 해당 게임을 통해 이용자들이 경험을 쌓아나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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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향후 개발될 게임의 layout의 기
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을 할 수 있었다.

Fig. 5. RPG lobby layout from Viewpoint of UX

이에 따라 장르의 첫 성공작이 로비 layout에 기준이 
된다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으며, 현재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게임 분석을 통해 이를 기반으로 한 로비 layout
이 이용자들의 축적된 경험으로 인해 효과적이라는 결과
를 알 수 있었다.

4. 결론 및 정리

2013년 출시된 몬스터 길들이기의 로비 layout이 
2017년까지 동일 장르에서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
으며, 시간이 지남에도 높은 매출을 기록한 모바일RPG
장르의 로비 layout도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즉 모바일RPG 시장이 활성화 된지 3년 이상 지난 
2017년에는 이용자들이 유사한 제품을 사용하면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MMORPG의 경우 2016년 후반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킨 
게임이 출시되어 이 후 출시될 모바일 MMORPG장르의 
로비 layout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할 수 있었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을 고려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로

비 layout모델을 기반으로 설계한다면, 게임 제작과정 
중에 소요되는 layout 설계 기간 단축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와 이용자들이 게임을 플레이 할 시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킴으로 써 게임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장르가 RPG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과 RPG장
르가 선정된 게임이 모두 가로방향의 화면을 사용했다는 
점은 본 논문의 한계이며, 익숙한 UX가 이용자들이 경험
한 최적의 UX인지도 단정 짓기 힘들다는 한계가 존재한
다. 따라서 이후에는 세로 화면을 채택한 게임과 퍼즐, 
ccg 등 다른 장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UI layout 
변수와 분석된 결과의 정량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통한 유의미한 데이터로 검증하고자 한다. 최적의 
UX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넓은 장르의 공
통적인 layout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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