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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과 네트워크의 발달이 가속

화됨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다양

한 목적의 애플리케이션들 중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컨텐츠인 게임

은 기존의 콘솔과 PC 플랫폼 기반에서 스마트폰 플랫폼으로 넘어오

면서 이전과는 다른 게임 디자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에 따라 현재 통용되고 있는 장르에 기반한 게임 분류는 스마트폰 

게임의 실제적인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여 학문적, 산업적 이용에 있

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게임의 일부 표

면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분류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게임의 내재적 특성인 메커니즘과 이용자의 재미요소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게임을 분석하여 분류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하여 총 44

개 스마트폰 게임의 메커니즘과 재미요소 특성을 추출하였고, 군집 

분석을 통하여 크게 5개의 군집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 각 군집의 

대표 특성 값을 기반으로 ‘단순형 게임’, ‘환상/자기표현형 게

임’, ‘목표 중심형 게임’, ‘스토리 중심형 게임’, ‘경쟁 중심형 

게임’의 새로운 분류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스마트폰 게임, 게임 메커니즘, 재미요소, 게임 분류 

학   번: 2010-2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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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모바일 미디어는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기기를 통해 이동 중

에도 다양한 정보처리와 무선 통신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가 고

안되어, 독특한 상호작용 및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이다(이재현, 2004). 이전의 특정 기능 중심으로 특화

된 모바일 미디어에서 이제는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기기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스마트 미디어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폰은 2010년 사

용자가 710만명 수준에서 2011년 1,510만명, 2014년에는 2,462

만명으로 연평균 13.0%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사용자 기반이 지속

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KOCCA, 2011). 

이렇듯 스마트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목적의 

애플리케이션들이 무수히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 중 게임 컨텐츠의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1년 아이폰 앱스토어

에서 다운로드 된 유료 애플리케이션의 50%, 무료 애플리케이션의 

43%가 게임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istimo, 

2011), 실제 최근 애플 앱스토어의 매출 순위 10위권 내 상위 3개 

모두 게임 애플리케이션이 차지하고 있다.①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

률이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폰 게임의 성별 및 연령별 수요층 또한 

이전의 게임 플랫폼에서와 달리 폭넓게 나타나고 있으며, 스마트폰 

게임 이용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ComScore, 

2011).  

이러한 배경으로 기존의 PC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들 중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게임들이 스마트폰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되기 

                                            
①

애플 앱스토어의 최고 매출 순위 2012년 7월 3일 기준.  

(1위: 룰더스카이, 2위: 타이니팜, 3위: 풍운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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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시대별 게임 플랫폼의 혁신과 변화를 살펴보면 아케이

드 게임에서 비디오 게임으로, 비디오 게임에서 PC온라인 게임으로, 

PC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중심이 이동하였다. 이러한 

플랫폼의 변화는 이전과는 차별화 된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로의 혁

신을 추구하게 된다(장용호 외, 2009). 최근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적

인 기능 및 성능의 향상과 자유로운 네트워크 접근성에 기반하여 

차별화된 게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전의 플

랫폼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식된 게임들의 예시로는 ‘심즈(Sims)’, 

‘위닝일레븐(Winning Eleven 2012)’, ‘카트라이더 러쉬(Kart Rider 

Rush)’, ‘팔라독(Paladog)’, ‘메이플 스토리(Maple Story)’, ‘던전 

앤 파이터(Dungeon & Fighter)’ 등이 있으며, 이들에게서 스마트폰 

환경에 맞추어 각각의 게임 특성을 부각시킨 디자인의 변화가 감지

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터치 인터페이스, 중력 센서등을 이용

한 ‘앵그리버드(Angry bird)’나 ‘에어펭귄(Air penguin)’과 같은 새

로운 형태의 게임들이 큰 인기를 끌며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게임의 새로운 형태와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

인 방법은 분류를 통한 집단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내는 것

이다. 하지만 게임의 경우,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인터랙티

브한 미디어라는 점에서 장르 편성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Wolf, 

2008), 실제로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확립된 분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가장 통용되고 있는 분류 방법은 게임을 ‘아케이드’, 

‘어드벤처’, ‘롤플레잉’, ‘시뮬레이션’의 네 가지로 나누는 것으로 이

는 게임 업계나 제작자들이 편의에 의해 쓰던 분류 방식이 고착화

된 것이다(최유찬, 2000).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학문적으로 다

양한 기준의 게임 분류 연구들이 있었으나 게임의 일부 표면적인 

특성에 기반하거나 앞서 말한 기존의 통용되는 분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게임 분류 체계의 문제점은 스마트폰 게임과 같이 컨텐츠 

특성이 변모하게 되는 경우 더욱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 [그림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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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구글 플레이 마켓과 애플 앱스토

어의 게임 카테고리이다. 실제 애플의 앱스토어에서는 게임 분류를 

위하여 18개②의 게임 카테고리를 사용하고 있으나 하나의 게임이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등 다소 혼합적인 장르 구분을 하

고 있다. 또한, 구글의 플레이 마켓에서는 8개③의 게임 카테고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게임을 ‘아케이드’게임으로 분류하여 사용

자의 게임 검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실상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게임 카테고리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장르에 기

반한 분류 카테고리보다도 인기 다운로드 순위와 매출 순위 노출에 

의존하고 있다.  

 

[그림 1] 구글 플레이(좌)와 애플 앱스토어(우)의 게임 카테고리 

 

 

이 연구에서는 플랫폼 특성에 따른 게임의 변화와 기존의 게임 

분류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게임 자체의 메커니즘과 이용

자의 재미요소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분류를 하고자 하였

                                            
②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액션’, ‘어드벤처’, ‘아케이드’, ‘보드’, ‘카드’, ‘주사위’, ‘교육관련’, ‘가족’, 

‘어린이’, ‘음악’, ‘퍼즐’, ‘레이싱’, ‘롤플레잉’ ‘시뮬레이션’, ‘스포츠’, ‘전략’, ‘퀴즈’, ‘단어’의 18개의 카

테고리를 사용하고 있다. 
③
 구글 플레이 마켓의 경우, ‘두뇌게임 및 퍼즐’, ‘라이브 배경화면’, ‘스포츠 게임’, ‘아케이드 게

임’, ‘위젯’, ‘자동차 경주’, ‘카드게임’, ‘캐주얼 게임’의 8개의 카테고리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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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구는 게임의 내재적인 특성 기준을 따른 것으로써 스마트

폰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의 게임 및 새롭게 등장할 게임들

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스마트폰 게임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함에 따라 학문적으로나 산

업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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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스마트폰 게임에 관한 연구 

 

스마트폰은 모바일 컨버전스(Mobile Convergence)가 구현된 디

바이스로 모바일 컨버전스란 휴대기기에 새로운 기능, 서비스, 미디

어 등이 융합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모바일 환경 아래 제품간, 기능

간 융합을 촉진시켜 사용자들이 하나의 기기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내는 것을 뜻한다(조대호 외, 2007).  

 

[표 1] 스마트폰의 특성(Dulacher, 2000) 

요소 설명 

 

이동성 

(Mobility) 

편재성 

(Ubiquity)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정보 검색 가능 

접속성 

(Reach ability) 
언제 어디서나 무선 인터넷에 접속 가능 

편리성 

(Convenience) 
편리하고 간단히 통신 가능 

즉시 연결성 

(Instance connectivity) 
빠르고 편리하게 정보 탐색 

 

휴대성 

(Portability) 

보안성 

(Security) 
개인 전용 디바이스 이용 

위치성 

(Localization) 
위치기반을 이용한 지리정보 서비스 

개인화 

(Personalization) 
개인적인 차별화된 서비스 

단순성 

(simplicity)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시각적으로 단순

한 것이 효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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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대한 정의는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크게 이동성과 휴대성을 특징으로 한다.  

첫째로, 스마트폰의 이동성은 언제 어디에서나 무선 통신을 이용

한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정보 이

용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표 1]에서와 같이 세부적으로 편재성

(Ubiquity), 접속성(Reach ability), 편리성(Convenience), 즉시 

연결성(Instance connectivity)으로 정리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은 휴대 가능한 개인 전용 디바이스로 사용자

의 기호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위치기반 서비스(Localization), 개인 전용 디바이스 이용에 

따른 보안성(Security), 개인화(Personalization)의 세부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Durlacher, 2000). 

위에서 설명한 스마트폰의 이동성과 휴대성은 기존의 콘솔이나 

PC 플랫폼 기반 게임들과는 차별화 된 게임 환경을 조성해준다. 휴

대가 용이하고 인터넷 연결이 자유로운 스마트폰은 이전의 플랫폼

과 달리 시간과 공간에 제약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은 본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강화된 다목적성 기기로써 사용자의 

상황적 맥락에 영향 받을 수 밖에 없다. 자비넨(Javinen, 2002)은 

이러한 맥락에서 모바일 게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단명성(Ephemerality): 모바일 게임은 짧은 시간 동안의 자발

적인 플레이 시간 운용이 가능하다. 

2) 일시성(Temporality): 모바일폰은 언제나 이용 가능하다. 

3) 개인성(Personality): 모바일폰은 해당 기기의 소유자가 정해

져 있어 문자 메시지, 사진, 비디오, 연락처 등의 미디어 객체

(object)가 개인화되어 있다. 

4) 환경(Environment): 이동성은 플레이어의 물리적, 사회적 환

경을 게임의 한 요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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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이 밖에도 여러 기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크게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 그래픽 및 고성능 CPU 기술, 모션 인식 

인터페이스 기술, 모바일 인터넷 기술, 증강 현실 게임의 가능성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우란, 2012).  

 

1)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 정전식 터치로 멀티 터치가 가능하

다.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사용하여 다수의 포인팅 지점을 지

정할 수 있으며, 이 포인팅 지점들의 움직임 변화를 패턴화된 

제스처로 인식하여 복잡한 명령을 직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김동민 & 이철우, 2010. 재인용). 대표적인 게임 예시로, 피

망의 ‘탭소닉(TapSonic)’은 음악의 박자 및 비트에 맞추어 싱

글 터치, 멀티 터치, 홀드 및 드래그 등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2) 그래픽 및 고성능 CPU 기술: 그래픽과 고성능 CPU 탑재로 

2D와 3D를 가리지 않고 보다 선명하고 화려한 게임들이 등장

하고 있다. 또한, PC 환경에서 적용되던 게임 엔진이 스마트폰 

게임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 사례로, ‘인피니티 블레이드

(Infinity Blade)’는 모바일 게임 최초로 언리얼 엔진을 도입

하여 부드럽고 선명한 3D 그래픽을 스마트폰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3) 모션 인식 인터페이스 기술: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할 수 있는 

가속도 센서, 모션 센서, 중력 센서 등이 탑재되어 게임 디자

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레이싱 게임인 ‘아스팔

트(Asphalt)’는 중력 센서를 사용하여 실제 핸들 운전 방식과 

유사한 조작이 가능하다. 

4) 모바일 인터넷 기술: 3G, 4G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무선 랜

(WiFi)를 장착하여 인터넷 접속이 용이하다. 앱스토어에 접속

하여 언제든 원하는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실제 게

임 내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플레이 할 수 있는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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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져 있다. 대표적으로, 실시간 대전 모드가 가능한 ‘맞고’

게임과 다른 플레이어와 상호작용하는 플레이 방식의 ‘위룰

(We Rule)’과 같은 게임들이 그 예이다. 

5) 증강현실 게임의 가능성: 스마트폰은 증강현실 기술을 포함하

고 있으며, 이는 카메라를 통해 들어오는 현실의 영상에 가상

의 그래픽 정보를 실시간으로 결합하여 보여주는 기술을 말한

다. 대표적인 게임 예시로는 카메라에 투영된 현실의 배경에 

가상의 비행기를 등장시켜 격추시키는 게임인 ‘플라잉 헌터

(Flying Hunter)가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 게임의 디자인과 수요 

욕구 또한 크게 변모하고 있다. 우란(2012)은 스마트폰의 인기 게

임은 단순한 형태의 캐주얼 게임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와 같은 현

상이 율(Juul, 2009)의 캐주얼 레볼루션 요인과 상통한다고 보았

다. 여기서 율은 현 시기를 캐주얼 레볼루션이라 지칭하며 그 사례

로 모방적 인터페이스와 다운로드 가능한 캐주얼 게임을 들고 있

다.  모방적 인터페이스는 플레이어가 게임 화면에서 묘사하고 있는 

동작을 실제의 물리적인 동작을 통해 따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

타 히어로(Guitar Hero)와 같이 실제 기타를 연주하는 동작을 게임

에 차용한 사례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다운로드 

가능한 게임은 온라인에서 유료나 무료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이러한 게임들은 대부분 짧은 시간에 플레이 

가능하고 플레이를 위한 학습이나 사전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율

은 캐주얼 게임의 디자인적 특징을 긍정적이고 밝은 소재(Fiction), 

직관적이고 다루기 쉬운 사용성(Usability), 짧은 시간 소비 패턴과 

중단 가능성(Interruptibility), 적절한 난이도(Difficulty)로 정리하

였다.   

앞서 말한 캐주얼 게임의 특성을 스마트폰 게임에 대입하여 보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온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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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하여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다수의 스마트폰 게임들이 

터치와 모션 인식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

마트폰의 수요층이 폭넓어짐에 따라 게임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용

자들의 유입을 고려해볼 때, 단순하고 직관적인 캐주얼 게임의 수요

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실

제로 최근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들을 살펴

보면, 단순한 퍼즐과 아케이드 게임들 이외에도 기존에 하드코어 게

임으로 일컬어지던 RPG(Role-Playing Game), FPS(First Person 

Shooter), 시뮬레이션 게임 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스마

트폰의 하드웨어적인 특징들이 기존의 콘솔이나 PC 플랫폼과 비교

하여 부족함이 없고 게임의 수요 욕구 또한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

로 해석된다.  

스마트폰 게임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주목 받고 있지만, 스마트

폰 게임에 관한 연구는 초입 단계로 대부분 한정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다양한 접근의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

존의 스마트폰 게임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의 연구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게임에 적합한 스마트폰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스마트폰이 지니고 있는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그래

픽, 모션 인식, 블루투스, GPS등의 특성을 게임 디자인에 활용한 연

구들이 있다(윤지혜, 2010; Lai, 2010; Wu, 2010). 둘째, 스마트폰 

플랫폼을 활용한 기능성 게임 디자인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로

써 현재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대부분이 교육용 

게임 디자인 설계에 관한 연구에 한정되어 있어 이 외에도 보다 다

양한 목적의 기능성 게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박종국, 2011; 

박대화, 2012; Sandberg, 2011; Chee, 2010). 셋째, 스마트폰 게임 

이용자의 성향과 사용자 경험에 관한 연구로 스마트폰 게임 이용자

들의 성향과 게임 플레이 경험에 기반하여 주로 게임 디자인 평가

와 이용 행태를 논하고 있다(우란, 2012; 설종원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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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게임 분류에 관한 연구 
  

어떠한 현상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또는 무엇인가에 대

한 성찰적인 고찰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은 그것들을 

나름대로의 체계로 분류하고 그룹을 짓는 일이다(이설희, 2008). 이

는 쉽게 말하면, 직소 퍼즐(Jigsaw puzzle)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

저 색깔 별로 혹은 조각의 모양 별로 분류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유대상의 설정 자체가 분류적인 사고에 따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상에 속한 사물들 사이의 같고 다름, 이동성에 

대한 분별 없이는 성찰과 분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최유찬, 

2000).  

디지털 게임의 역사가 40년 남짓으로 다른 미디어 매체에 비하여 

짧기 때문에 학문적 접근 또한 게임의 부정적인 담론이나 디자인 

설계 및 이용자 성향 연구 등으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앞서 

분류 연구에 대하여 연구자들이 역설해왔듯이 게임에 보다 본질적

인 접근을 위해서는 게임들의 주요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기반한 분

류 연구는 필수 불가결하다. 게임이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은 본질적

으로 패턴 재인(pattern recognition) 도구라는 사실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새로운 대상들을 유목화하고 그 대상에 대해 추론하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이정모 외, 2009).  

이러한 분류 연구의 중요성에 기인하여 산업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게임을 특정 기준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여러 연구자들의 고민이 있

었다. 기존의 게임 분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플랫폼, 상호작용 대

상, 이용자와 게임 텍스트의 관계, 게임의 목적과 행위 등을 기준으

로 분류하였으며 [표 2]와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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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존 연구들의 게임 분류 유형 

분류 기준 분류 항목 명칭 비 고 

플랫폼 

아케이드 게임 

- 비디오 게임 

PC 게임 

상호작용 대상 
온라인 게임 (이용자 대 이용자) 

- 
오프라인 게임 (이용자 대 게임) 

이용자와  

게임 텍스트의 관계 

아케이드 게임 연구자에 따라 분

류 항목이 늘어나

기도 하고 하위 분

류를 갖기도 함 

어드벤처 게임 

롤플레잉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게임의 목적과  

게임 행위 

(Wolf, 2000) 

비행 게임 

- 

격투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롤플레잉 게임 

보드 게임 

슈팅 게임 

레이싱 게임 

 

첫째, 플랫폼에 따른 분류로 ‘아케이드 게임’, ‘비디오 게임’, 

‘PC 게임’ 등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특성을 지닌 

플랫폼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게임이 여러 플랫폼에서 호환 가

능하도록 디자인 됨에 따라 플랫폼에 따른 분류는 점차 의미를 상

실해가고 있다. 

둘째, 이용자와 게임 텍스트 간의 상호작용 혹은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인지에 따라 ‘오프라인 게임’과 ‘온라인 

게임’으로 크게 분류하는 방식이다. 명료하게 게임이 구분될 수 있

기는 하지만 게임이 가진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최근 등장하고 있

는 게임 플랫폼들이 대부분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

에 오프라인와 온라인 게임으로 단순히 양분하여 분류 해석하는 것

은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한다. 

셋째, 이용자와 게임 텍스트의 관계에 따라 ‘아케이드 게임’, 

‘어드벤처 게임’, ‘롤플레잉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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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될 수 있는데 이는 게임 산업계와 제작자들이 편의에 따라 쓰던 

분류 방식으로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④. 이 분류 항

목들의 각 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최유찬, 2002). 

 

1) 아케이드 게임: 간단한 키 조작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신체의 일부, 또는 정해진 물건이나 무기 등을 사용하여 적을 

공격하는 방식이 보편적이고, 지적인 측면보다는 순발력과 재

빠른 적응력을 필요로 한다. ‘슈팅 게임’, ‘보드 게임’, 

‘퍼즐 게임’, ‘스포츠 게임’등의 하위 분류를 갖는다. 

2) 어드벤처 게임: 플레이어가 단어를 직접 입력하거나 게임 속 

주인공에게 명령을 내림으로써 설정된 스토리를 완성해 나가

는 게임이다. 가상에 구축된 세계관에 따라 플레이어의 상상력

과 논리력을 바탕으로 모험을 하는 게임으로 1977년 스탠포

드 대학에서 개발된 ‘어드벤처’라는 게임의 이름이 그대로 

차용되었다. 

3) 롤플레잉 게임: 아바타의 외형, 직업, 특성들을 선택할 수 있

고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달성해가는 게임이

다. 1974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TRPG(Table-talk Role 

Playing Game) ⑤‘던전 앤 드래곤즈’를 시작으로 ‘울티

마’,’위저드리’시리즈 등이 크게 인기를 끌었다. 

4) 시뮬레이션 게임: 말 그대로 ‘모의 실험’을 뜻하며, 현실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가상 세

계에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서 유래했다. 형태에 

따라 ‘전략 시뮬레이션’, ‘육성 시뮬레이션’, ‘경영 시뮬

레이션’, ‘연애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하위 분류를 갖는다. 

                                            
④
 ‘아케이드 게임’, ‘어드벤처 게임’, ‘롤플레잉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이하 ‘4분법’으로 표기 

⑤
 TRPG(Table-talk Role Playing Game)는 플레이어들이 가상의 인물의 역할을 맡아 정해진 규

칙을 따라 즐기는 놀이이다. 놀이의 규칙을 담은 규칙서와 각 참가자들이 맡은 인물을 묘사하

는 캐릭터 시트 및 필기도구가 필요하며, 주사위가 사용되기도 한다(http://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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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게임을 네 가지로 분류한 방식은 실제 게임 산업계와 학

문 연구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서 다

양한 분류 항목을 따로 추가하거나 각 분류 항목에 하위 항목을 추

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른 분류 방식에 비하여 게임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지만 여러 새로운 양식의 게임들을 분류함에 

있어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나 ‘액션 시뮬레이션’, ‘액

션 어드벤처’ 등과 같이 분류 명칭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

정이다.  

마지막으로 게임의 목적과 이용자의 실질적인 게임 행위를 기준

으로‘비행 게임’,‘격투 게임’,‘시뮬레이션’,‘롤플레잉 게임’,

‘보드게임’,‘슈팅 게임’,‘레이싱 게임’등으로 분류한 연구가 

있다(Wolf, 2000). 이 연구 역시 정량적 증거 없이 게임의 표면적

인 특성에 의한 것으로 기존의 분류 체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경란(2005)은 위와 같은 다양한 게임 분류들이 게임의 목적이

나 동기를 비롯한 게임 행위에만 주로 주목함으로써 게임답게 만드

는 내재적인 메커니즘과 전반적인 게임 텍스트는 고려하고 있지 못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게임 분류 연구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로 게임이 문자 정보, 이미지, 사운드 

등이 통합되어 여러 감각 기관을 다중적으로 소구하고 이용자를 텍

스트의 구성에 관여 시킨다는 점, 두 번째로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의 기술의 발달에 민감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게임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게임이 경쟁이나 놀이의 성격

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이다. 

크로우포드(Crawford, 1982)는 게임 분류의 이러한 민감한 문제

점 때문에 어떤 분류 방식도 정확할 수 없고 공식화되거나 이론화

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게임 생태계에서 절

대적인 분류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다양한 관점에서의 대안적

인 분류 연구를 통하여 게임의 특성을 발견하고 조직화하여 게임 



 

 14 

디자인 발전에 생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

에서 크로우포드는 기존의 장르에 기반한 분류 방식에서 먼저 시작 

한 것이 아니라 게임을 크게 지각과 운동 기술을 강조하는 기술 동

작 게임(Skill and Action Games)과 인식의 노력을 강조하는 전략 

게임(Strategy Game)으로 분류하고 하위 범주를 설명하였다. 이 

밖에도 새로운 관점에서 게임을 분류 해석한 연구로는 우탁(Woo, 

2009)의 상호작용 이론에 근거한 게임의 범주화 연구가 있으며, 게

임을 이용자와 미디어의 관계에 따라 컨트롤(Control)과 커뮤니케

이션(Communication)으로 분류하고, 상호작용성의 정도(Degree 

of Interaction)에 따라 liminal과 transitive로 분류하였다. 위의 크

로우포드가 역설한 바와 같이 이러한 분류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임시적인 방편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상의 본질을 가

장 조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대안으로써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보

다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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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게임 디자인에 관한 연구 

 

3-1. 게임 디자인 

 

게임의 디자인에 있어서 반드시 규정된 절차와 형식을 따르는 것

은 아니다. 하지만, 게임을 게임답게 만들기 위해 빠져서는 안될 중

요한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 게임의 디자인 과정에 

대하여 산업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연구자마

다 조금씩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디자인 과정에서 게임 메

커니즘과 게임 플레이에서 얻어지는 플레이어 경험을 기본 원칙으

로 삼는 것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게임 디자인은 아이디어 구상, 동작 방식의 정의, 게임을 구성하

는 요소의 정의, 제작 순의 과정을 거치며 크게 메커니즘(Core 

Mechanics), 스토리텔링(Storytelling)과 내러티브(Narrative), 상

호작용성(Interactivity)의 세 가지의 기본 원칙을 가진다. 첫째로, 

게임의 핵심 메커니즘은 디자이너의 비전을 규칙으로 옮기는 과정

으로, 게임을 기술적으로 구현해 내는 방식이 아닌 게임이 작동하는 

방식을 묘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게임들은 

각기 선형적이거나 비선형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

가 존재하지 않거나 플레이어가 스스로 이야기를 구성해나갈 수 있

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플레이어의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플레이어 스스로 게임 내 이야기를 창조해

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하는 상호작용성은 게임 플레이

를 통하여 게임 세계 안에서 플레이어가 보고 들으며 행동하는 양

식을 말한다. 게임의 그래픽, 사운드, UI(User interface), 게임 메

커니즘 등이 플레이어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Rollings & 

Adams, 2004). 

허니케(Hunike et al. 2001-2004)는 게임의 시스템과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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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를 그린 MDA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메커니즘

(Mechanics), 역학(Dynamics), 미학(Aesthetics)⑥의 줄임말이다. 

메커니즘(Mechanics)은 게임 시스템의 공식적인 규칙과 개념들을 

나타내며, 역학(Dynamics)은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시시각각으로 

나타나는 플레이어의 행동들을 의미한다. 미학(Aesthetics)은 게임 

디자이너가 역학(Dynamics)을 통해 의도한 플레이어의 감성적인 

반응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플레이어는 게임 세계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역학

(Dynamics)이 발생하게 된다. 디자이너는 게임의 규칙을 변화시킴

으로써 플레이어에게 의도한 특정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림 2] MDA framework 

 

 

 

 

 

셸(Schell, 2008)은 게임이 크게 메커니즘(Mechanism), 이야기

(Story), 미학(Aesthetics), 기술(Technology)의 4대 요소로 구성

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네 가지 요소 모두 게임 디자인 시 필수적

이며, 각 요소는 서로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각 요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메커니즘(Mechanism): 게임의 절차와 규칙을 말하며, 게임의 

목표, 플레이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 행위를 시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한

다. 

                                            
⑥
 여기서의 미학(Aesthetics)는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플레이어가 느끼는 감성을 뜻한다. 이 

연구에서는 Aesthetics의 사전적인 번역에 따라 미학으로 표기하였다. 

Mechanics Dynamics Aest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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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야기(Story): 게임에서 펼쳐지는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선

형적이고 미리 준비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갈래로 분기되거

나,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③ 미학(Aesthetics): 게임의 외관, 소리, 냄새, 맛, 느낌 등을 말

하며, 플레이어의 경험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하므로 게임 디

자인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④ 기술(Technology): 여기서의 기술은 하드웨어적인 기술을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가능하게 하는 재료나 상황 등을 말

한다.  

 

게임을 분석하거나 평가를 할 때에도 위와 같은 게임 디자인 원

칙 요소들이 활용된다. 아세스(Aarseth, 2003)는 게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게임 구조(Game structure), 게임 플레이(Game play), 

게임 세계(Game world)의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게임 구조는 게임 세계를 지배하는 규칙으로 앞서 논의된 게

임 메커니즘이 이에 해당한다. 게임 플레이는 이용자의 행위, 전략, 

동기 등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게임 세계에는 허구적 내용

(Fictional content), 지형(Topology), 레벨 디자인 등이 포함된다.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논의 되었듯이 게임의 메커니즘과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얻는 플레이어의 경험 및 감정은 게임의 디자인 

과정 및 분석, 평가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따라

서, 게임의 메커니즘과 게임 플레이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들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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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게임의 다양한 정의와 메커니즘 요소 

 

[표 3] 게임의 정의와 메커니즘 요소 

연구자 정의 주요 메커니즘 요소 

 

Johann 

Huizinga(1938) 

놀이는 자유로운 행위로써 어떤 물

질적인 이해 관계도 없고 어떠한 이

익도 얻을 수 없으며 또한 그 행위

는 질서 정연한 어떤 고유의 고정된 

법칙에 따라 고유의 고정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 진다. 

일상적인 삶의 바깥, 

심각하지 않음, 몰입,  

물질적 이익과 무관, 

자신의 시간과 공간의 

경계 안에서 벌어짐, 

규칙, 분리적인 사회 

모임 

 

Roger 

Caillois(1961) 

자유롭고(자발적이고), 시간과 공간

이 분리되어 있으며, 불분명, 비생산

적이며, 규칙에 의해 지배 받고 가장

하는 것이다(make-believe). 

자유로움, 분리됨,  

비생산적, 규칙,  

상황을 가정 

 

Eliot Avedon & 

Brian Sutton Smith 

(1971) 

게임은 제한된 규칙 안에서 권력의 

비평형 상태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하는 자발적 지배 체제의 훈련이다. 

통제 시스템 실행,  

자발적, 힘의 경쟁,  

규칙, 불균등한 결과 

 

Bernard 

Suits(1978) 

게임을 한다는 것은 규칙에 의해 허

락된 수단만을 사용하여 사건의 특

정한 상태를 불러오도록 유도된 활

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규

칙이 효율적인 수단을 금지하여 덜 

효율적인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런 규칙이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단지 그것으로 인해 활동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활동, 자발성, 

사건의 특정한 상태, 

규칙, 비효율성,  

규칙이 받아들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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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 

Crowford(1982) 

게임에 대한 정의 내리지 않음.  

게임이 가진 네 가지 공통적인 요인

은 표현(현실의 부분을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닫힌 형식 시스템), 상호작

용, 갈등, 안전(게임의 결과는 게임

의 모델이 되는 상황보다 언제나 덜 

가혹하다.)이다. 

표현,  

상호작용, 

충돌, 

안전 

 

Katie Salen & Eric 

Zimmerman(2004) 

플레이어들이 규칙에 의해 제한되는 

인공적인 충돌에 참여하여 정량화 

가능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시스템 

시스템,  

플레이어, 

인공적인,  

충돌, 규칙,  

정량화 가능한 결과 

 

게임의 정의와 게임을 구성하는 주요 메커니즘에 관하여 지금까

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게

임의 정의와 메커니즘 요소의 정리는 [표 3]과 같다.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언급하

고 있는 메커니즘 요소들은 규칙(Rules), 갈등 및 경쟁

(Conflict/Contest), 목표(Goal/outcome), 활동(Activity), 의사결

정(Decision making), 인공적인 삶(Artificial life), 자발성

(Voluntary)의 7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각 요소의 의미를 살펴보

자면 다음과 같다. 

 

① 규칙(Rules): 규칙은 게임의 구조를 제공하며, 그 구조가 플

레이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한다(Salen 

& Zimmerman, 2004). 

② 목표(Goal): 게임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쟁⑦이다. 개인 

이든 팀이든 간에, 오직 하나의 경쟁자만이 목표를 쟁취할 

                                            
⑦
 그리스어로 게임은 ‘agon’인데 이는 경쟁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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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쟁취하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Parlett, 1992). 

③ 갈등 및 경쟁(Conflict/Contest): 플레이어는 적극적으로 목

표를 쫓는다. 장애는 그가 쉽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방

해한다. 갈등은 모든 게임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항상 존재

한다(Crawford, 1982). 

④ 의사결정(Decision-Making): 게임은 적극적인 참여와 선택

을 요구한다(Costikyan, 1998). 

⑤ 활동(Activity): 게임은 활동이고 과정이며 이벤트이다(Abt, 

1970). 

⑥ 인공적인 삶(Artificial life): 게임은 시간과 공간 모두에서 

이른바 “현실 세계”로부터 떨어진 경계 안에 머물러 있다

(Salen & Zimmerman, 2004). 

⑦  자발성(Voluntary): 게임은 불필요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

한 자발적인 노력이다(Suits, 1990). 

 

이 밖에도 적절한 보상(Reward),‘배우기는 쉬우나 마스터하

기 어려워야 한다’는 학습 용이성(Learnability), 게임 시스템

과 플레이어 혹은 플레이어와 플레이어 간의 상호작용

(Interaction) 등이 게임의 주요 메커니즘 요소로 꼽히고 있다

(Clanton, 1998; Shelley, 2001; Crawford, 1982).  

게임에서의 보상(Reward)은 칭찬, 점수, 플레이의 연장, 새로

운 관문으로의 진입, 미적 장관, 자기 표현, 힘, 자원, 완료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Schell, 2008), 게임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설

정되기도 하고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

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즉, 보상은 게임의 목표와 깊은 연관성

을 가진다.  

게임의 학습 용이성(Learnability)은 플레이어가 게임 시스템

과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익히는 수용 과정에 관한 것이다. 아타

리사의 창업자인 부쉬넬(Nolan Bushnell)은 “좋은 게임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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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쉽고, 마스터하기는 어려워야 한다”고 하였다. 바둑처럼 

아주 간단한 규칙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임이 적

절한 예시가 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셸(Schell, 

2008)은 게임이 단순한 시스템에서 의미 있고 창발적인 복잡성

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게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사회적, 대인적 요소를 사건

에 주입하고, 수동적인 도전을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도전으로 

변화시켜 준다. 쉽게 설명하면, 퍼즐은 도전자에게 항상 똑같은 

도전을 안겨주지만 게임에 존재하는 상대방은 게임 플레이어의 

행동에 반응하고 매 게임마다 다른 도전들을 내놓기 때문이다

(Crawford, 1982). 따라서, 상호작용의 방식과 정도는 게임을 

디자인 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유용한 지표가 되어준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게임은 다양한 요소와 특성들에 의해 

구성되지만, 기존의 게임 분류 연구들은 게임의 일부 특성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호하거나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

았다. 이는 모든 개별의 게임이 다양하고 고유한 메커니즘 요소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게임 개별의 게임 메커니즘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한 분류 기준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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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게임 플레이(Game play)에 관한 연구 

 

 
4-1. 게임 플레이(Game play) 

 

게임 플레이(Game play)의 경험은 전체적인 게임 디자인 요소들

이 결합된 산물이다. 따라서 각 게임마다, 게임의 장르마다, 플레이

어의 능력 혹은 선호도에 따라 게임 플레이 방식은 달라지게 된다.  

크로우포드(Crawford, 1982)에 의하면 훌륭한 게임 플레이는 게임

의 진행 속도와 플레이어의 인지적 노력이 적절히 결합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체스와 같은 게임은 게임의 속도가 

느리지만 한 수 한 수마다 플레이어의 상당한 인지적 노력을 요구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루하게 느끼지 않고 몰입하게 된다. 롤링

스와 아담스(Rollings & Adams, 2004)는 게임 플레이를 가상환경

에서 주어지는 인과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과제라고 보았다. 또한, 

게임 디자이너나 연구자마다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 게임 플레이에 

대한 각기 다른 관점과 해석을 가지고 있고, 플레이 과정 자체가 수

많은 요소들의 결합이기 때문에 명료한 정의는 내리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게임 플레이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공통된 

사실은 플레이어의 경험을 수반한 감성에 의거한다는 것이다. 즉, 

게임의 가치는 플레이어가 그 게임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

는지에 달려있고, 플레이어가 얻는 ‘재미(Fun)’는 궁극적인 게임 

플레이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Lazzaro, 2004). 따라서 이 절에

서는 게임 플레이의 재미요소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

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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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게임의 재미요소(Fun theory)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얻는 재미요소에 대한 연구는 놀이 문화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사전적으로 ‘놀이(Play)’ 개념은 “즐

거움 혹은 즐거움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놀이

는 “노동과 대조적으로 재미 있는 것”을 의미하고 게임은 “규칙을 

갖춘 놀이의 형식”이라고 하였다(Frasca, 2004). 즉, 게임은 규칙

을 수반한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는 게임의 특징을 플레이어의 경험에 따른 감성과 재미에서 

찾고자 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용대순(2003)은 인간의 동기적 욕구를 게임을 통하여 ‘자극’, ‘몰

입’, ‘감정이입’, ‘성취감’, ‘게임의 변화와 확장’의 형태로 부분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서미라 외(2006)는 18개의 감성 어휘로 게임의 상호성과 인터페

이스, 정보를 나타냄으로써 게임의 사용성과 플레이어의 감성적 욕

구를 검증해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성: 빠른, 익숙한, 친근한, 쉬운, 단순한, 편리한 

② 인터페이스: 화려한, 멋있는, 사실적인, 환상적인, 섬세한 

③ 정보: 흥미로운, 빠져드는, 재미있는, 치밀한, 모험적인, 개성 

있는, 짜임새 있는 

 

르블랑(Leblanc, 1999)은 게임의 재미는 미학적(Aesthetics)으

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감각(Sensation)’, ‘환상

(Fantasy)’, ‘이야기(Narrative)’, ‘도전(Challenge)’, ‘유대

감(Fellowship), ‘발견(Discovery)’, ‘표현(Expression)’, 

‘순응(Submission)’의 8가지 요소로서 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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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각(Sensation): 감각의 쾌감은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다.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를 맡는 것들이 모두 감각의 재미이

다. 

② 환상(Fantasy): 공상, 그리고 자신을 자신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으로 상상하는 데서 생기는 쾌감이다. 

③ 이야기(Narrative):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는 극적인 전개에

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④ 도전(Challenge): 모든 게임에는 본질적인 해결해야 할 문

제들이 있고 게임에서는 도전함에 있어서 재미를 찾을 수 

있다. 

⑤ 유대감(Fellowship): 우정, 협력, 커뮤니티 등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⑥ 발견(Discovery):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면 그것이 발

견이고 이에서 얻는 즐거움은 광범하다. 

⑦ 표현(Expression): 스스로를 표현하고 무언가를 창조하는 

데에서 재미를 얻을 수 있다. 

⑧ 순응(Submission): 게임을 한다는 것은 현실 세계를 떠나서 

새롭고 흥미로운 규칙과 목적이 있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다. 현실과 다르게 게임에서는 순응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

다. 

라자로(Lazzaro, 2004)는 플랫폼 별로 여러 가지의 게임 플레이

를 관찰하여 언어적 및 비언어적인 감정 단서를 분석함으로써 게임

의 재미를 크게 4가지로 설명하였다. 

 

① 의미 있는 도전, 전략 및 퍼즐로부터 나오는 재미 (Hard 

Fun) 

② 모호함, 불완전성 및 세부사항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몰입

하는 재미 (Easy Fun) 

③ 인지, 사고, 행동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성되는 감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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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느끼는 재미 (Serious Fun) 

④ 경쟁, 협력, 퍼포먼스 및 스펙터클에 대한 기회 창출에서 느

끼는 재미 (People Fun) 

 

코스터(Koster, 2005)에 의하면, 게임의 재미는 첫째로 어떠한 

문제를 정신적으로 정복하는 행위이고 이 문제들은 심미적, 육체적, 

사회적인 것으로써, 재미는 이들 중 어디에서나 발현될 수 있는 것

이라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팔스테인(Falstein, 2004)은 게임의 재

미를 크게 물리적 재미, 사회적 재미, 혼합적 재미로 구분하였으며, 

가뉴(Garneau, 2001)는 게임의 재미를 보다 세밀하게 아름다움

(Beauty), 몰입(Immersion), 지적 문제 해결(Intellectual problem 

solving), 경쟁(Competition),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코미디(Comedy), 위험의 스릴(Thrill of Danger), 신체적 활동

(Physical activity), 사랑(Love), 창조(Creation), 힘(Power), 발

견(Discovery), 발전 및 완성(Advancement and Completion), 능

력의 응용(Application of Ability)등의 14가지 요소로 분류하였다. 

 이상 게임의 재미 요소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표 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연구자마다 용어를 선택함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것끼리 같은 행에 배치하

여 비교하였다.  

게임의 재미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경험에 따른 감성에 관한 것이

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연구들이 이를 요소로서 나타

내기 위하여 모호하고 함축적인 단어의 조합으로 구분하고 있다. 예

를 들면, 라자로(Lazzaro, 2004)는 게임의 재미요소를 가벼운 재미

(Easy Fun), 깊은 재미(Hard Fun), 심각한 재미(Serious Fun), 인

간적 재미(People Fun)로 제시하였지만, 이를 실제 게임을 평가하

거나 재미를 측정에 활용하기에는 각 요소의 의미 해석과 경계의 

모호함에서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르블랑(Leblanc, 1999)이나 가

뉴(Garneau, 2001)와 같이 이를 메커니즘 요소와 관련시켜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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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게임 플레이에서 얻는 경험

과 재미는 대부분 게임 자체의 메커니즘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표 4] 재미요소 비교(박찬일 외, 2007 인용 및 재구성) 

 

용대순 

(2003) 

서미라 

외 

(2006) 

Leblanc 

(1999) 

Lazzaro 

(2004) 

Koster 

(2005) 

Falstein 

(2004) 

Garneau 

(2001) 

자극 인터페

이스 

Fantasy 가벼운 

재미 

심미적  아름다움 

몰입  Sensation 깊은  

재미 

  몰입 

감정이

입 

 Narrative  문제의 

정신적 

정복  

행위 

정신적 

재미 

지적 문제 

해결 

  Challenge 인간적 

재미 

  경쟁 

게임의 

변화와 

확장 

상호성 Fellowship  사회적 사회적 

재미 

사회적 교

류 

      코미디 

  Expression    위험의  

스릴 

  Submission  육체적 물리적 

재미 

물리적  

행동 

      사랑 

      창조 

      힘 

 정보 discovery    발견 

성취감   진지한 

재미 

  나아감과 

완성 

      능력의  

응용 

     혼합적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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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게임 Playability 평가에 대한 연구 

게임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는 

게임의 Playability⑧  평가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게임의 인터페이

스 사용성(Usability)과 게임의 매커니즘, 플레이어가 얻는 경험

(Heuristic) 및 재미요소 등을 측정하고 평가하게 된다. 평가 방식

은 크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QA 테스

트(Quality Assurance test), 편의성 테스트, 플레이테스트(Play 

test)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테스트 과정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수집하고 정량화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때 사용되는 대부분의 게임 

Playability 평가 설문의 설계는 닐슨(Nielsen, 1994)의 소프트웨어 

사용성 평가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닐슨의 사용성 평가 연구는 개

발된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평가 목적으로 개념화시킨 

방법으로 전문가는 물론 비전문 평가자들이 평가 가이드라인을 사

용하여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약점이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닐슨의 연구에서 제안된 사용성 평가 기준

은 학습 용이성, 사용의 효율성, 에러의 빈도 및 심각성, 만족도 등

으로 크게 요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사용성 평가 기준 (Nielsen, 1994) 

 

사용성 평가 기준 세부 설명 

학습 용이성 

(Learnability) 

사용자가 시스템을 얼마나 빨리 쉽게 배울 수 있는 가

에 대한 정도 

사용의 효율성 

(Efficiency) 

사용법에 숙련된 사용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작업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디자인 

                                            
⑧  playability는 게임 메커니즘, 스토리, 게임플레이와 같은 게임의 속성에 대한 사용성

(Usability)을 말한다(Desurvire, 2004). 사전 번역에 따르면 게임성을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어의 중복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Playability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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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의 빈도 및 심각성 

(Errors) 
사용에 있어서 오류 확률과 오류 발생시 회복 속도 

만족도 

(Satisfaction) 

사용자의 주관적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는 게임과 같은 감성적 시스템 환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닐슨의 소프트웨어 사용성 평가를 게임의 Playability 평가에 접목

시킨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페더로프(Federoff, 

2002)의 비디오 게임의 사용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 페더로프는 평가 설문을 크게 게임 인터페이스와 게임 메커니

즘, 게임 플레이로 나누어 세부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각 파트의 방

향성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 인터페이스(Interface): 게임 실행 환경(그래픽, 사운드, 메

뉴, 상태 표시 등)이 적절하고 편리하게 디자인 되었는가에 

대한 항목 

- 게임 메커니즘(Game mechanism): 피드백 시스템이 즉각적

이고 사용자가 컨트롤하기에 용이한지에 대한 항목과 사용

자가 게임 환경에 빠르고 쉽게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항

목 

- 게임 플레이(Game play): 게임 메커니즘 요소(규칙, 목표, 

난이도, 결과 등)에 대한 측정 항목  

 

파이넬(Pinelle, 2008)은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에 대한 리뷰들을 

수집하여 제시된 문제점을 분석한 뒤 그룹화 하여 이것을 기반으로 

한 게임 평가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게임 리뷰 검토를 통하여 얻

은 12개의 문제점 카테고리(Problem category)를 바탕으로 결과로

서 제시한 10개의 게임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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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의 행위(Action)에 일관성 있는 반응을 하는가? 

② 사용자가 비디오 및 오디오 세팅, 게임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가?   

③ 사용자가 예측 가능하고 직관적이게 사용할 수 있는 컨트

롤 구성(Control units)을 제공하는가? 

④ 사용자의 게임 내 움직임 및 지도 정보의 시각화가 적절

한가? 

⑤ 사용자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특정 컨텐츠를 건너 뛸 수 

있는가? 

⑥ 사용자가 편의대로 입력 기능을 설정(Customizing) 할 

수 있는가?  

⑦ 사용자가 아바타나 운송 기구를 컨트롤함에 있어서 자유

로운가? 

⑧ 사용자의 게임 내 캐릭터의 상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는

가? 

⑨ 게임에 필요한 정보, 튜토리얼, 도움 메뉴를 제공하는가? 

⑩ 게임의 시각적 표현이 이해하기 쉬운가? 

 

 한유(Hannu, 2006)는 모바일 게임의 Playability 경험 측정 모델

을 제안하였는데, 크게 게임의 사용성(Game Usability), 모바일의 

이동성(Mobility), 게임 플레이(Game play) 부분 나뉘어 진다. 한

유가 제안하는 측정 항목들의 세부 내용 역시 페더로프(Federoff, 

2002)와 대부분 같은 맥락으로 게임 인터페이스와 게임 메커니즘

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모바일의 이동성에 대한 설

문 항목을 추가하였다.  

기존의 게임 Playability 측정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제안

된 설문 문항의 대부분이 기술적인 게임 환경과 기능, 게임 메커니

즘 요소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질문하고 있어 플레이어가 느끼

는 재미나 감성적인 반응에 대한 것은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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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게임의 특성에 따라 플레이

어가 느끼는 감성적인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게임 메커니즘과 재미 요소로 설문 문항을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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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각종 스마트 플랫폼의 등장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게임 디자인 또

한 큰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빠르고 폭

넓게 이루어지면서 스마트폰 기반의 새로운 특성을 지닌 다양한 게

임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변화되어 이식

된 게임들은 기존의 게임 분류 체계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이에 따라, 게임 제공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조차 혼

합적이고 모호한 게임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

는 이러한 문제점에 기반하여 현재 스마트폰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각 게임들 자체의 내재적인 특성인 게임 메커니즘 요소와 이용자의 

재미요소를 알아내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게임을 

클러스터링을 하여 보다 객관적인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스마트폰의 각 게임 별 게임 메커니즘 요소는 어떻게 다

르게 나타나는가? 

 

스마트폰의 기술적 특성 및 휴대성과 이동성에 따라 게임의 전반

적인 디자인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게임 디자인 과

정에서 핵심이 되는 게임 메커니즘 요소들이 각 게임 별로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 스마트폰 각 게임 별 플레이어가 게임 플레이(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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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에서 얻는 재미 요소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게임 디자인 과정이나 게임의 Playability 평가에서 또 하나의 가

장 중요한 파트는 플레이어의 게임 플레이(game play) 과정이다. 

특히 플레이어가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얻는 재미요소는 게임의 메

커니즘에 영향을 받으며, 게임 디자이너의 의도와는 다른 곳에서 나

타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문제 2]에서는 각각

의 게임마다 플레이어가 느끼는 재미요소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 스마트폰 게임의 게임 매커니즘 요소와 재미요소에 따른 

객관적 범주화의 기준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에서 도출된 결과에 따라 유사한 게

임을 분류하고, 군집된 각 그룹의 특성들을 알아내어 객관적인 범주

화 기준의 척도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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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모델 
 

이 연구에서는 현재 스마트폰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인기 

게임들을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서 분류하고자 각 게임 별 게임 

메커니즘과 이용자의 재미요소 특성에 기반하여 프로필을 생성한다. 

생성된 프로필을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유사한 프로필끼리 

군집화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그룹의 명칭 및 특징을 

설명한다.   

 

 

[그림 3] 연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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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설문지 및 주요 변수의 구성 
 

 

2-1. 설문지의 구성 

이 연구는 스마트폰의 각 게임 별 게임 메커니즘 요소와 재미 요

소 특성을 밝히고 그에 따른 게임 분류를 시도하기 위해서 한국의 

스마트폰 게임 플레이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

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크게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 플레이어들의 간단한 인구통계학적인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과 나이를 설문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류 표본으로 사용될 보다 많은 게임에 대

한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현재 스마트폰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인기 

게임 100개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설문 참여자로 하여금 이용 경험

이 있는 스마트폰 게임을 1개부터 10개까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서 선택지로 제시된 스마트폰 게임은 애플 앱스토

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의 2011년 다운로드 및 매출 순위를 활용하

였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앞서 설문 참여자가 선택한 각 게임들에 대

한 게임 메커니즘 요소와 재미요소를 각각 12개와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 5점 척도로‘매우 그렇

지 않다’,‘그렇지 않다’,’보통이다’,’그렇다’,’매우 그렇

다’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2-2. 주요 변수의 구성 

 

이 연구의 주요 변수는 크게 게임 메커니즘 요소와 재미요소로 

나뉘어 진다. 첫 번째로, [연구 문제 1]의 각 게임 별 메커니즘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요 변수로서 ‘규칙(Rule)’,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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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경쟁(Contest)’, ‘의사결정(Decision Making)’, 

‘보상(Reward)’, ‘학습용이성(Learnability)’, ‘상호작용

(Interaction)’, ‘자발성(Voluntary)’의 8가지를 선정하였다. 이

들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게임의 정의를 내림에 있

어서 여러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개념들이다(Salen 

& Zimmerman, 2004). 또한, 게임을 디자인하거나 평가할 때 주요

한 측정 변수로서 사용되고 있다(Federoff, 2002; Hannu, 2006). 

두 번째로, 게임 플레이 시 플레이어가 느끼는 재미를 측정하기 

위하여 르블랑(Leblanc, 1999)의 재미 요소를 변수로써 선정하였다. 

다수의 재미 요소에 관한 연구들이 함축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갖는 

반면에 르블랑의 재미요소는 게임의 메커니즘과 연관성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명확한 요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주

요 변수와 설문의 내용 및 관련 연구에 관한 정리는 [표 6]과 같다. 

각 주요 변수의 설문 내용은 페더로프(Federoff, 2002)와 한유

(Hannu, 2006)의 Playability 평가 연구의 결과 리스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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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주요 변수의 구성 

 

 주요 변수 설문 내용 관련 연구 

게임 

메커니즘 

규칙 

(Rule) 
M1. 규칙의 강도 

(Salen & 

Zimmerman, 2004) 

목표 

(Goal) 

M2. 목표의 명확성 

(Clanton, 1998; 

Malone, 1982; 

Salen & 

Zimmerman, 2004) 

M3. 레벨 별 목표의 다양성 
(Malone, 1982) 

 

경쟁 (Contest) M4. 승리를 위한 경쟁 
(Salen & 

Zimmerman, 2004)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M5. 활발한 의사결정 (Costikyan, 1998) 

보상 

(Reward) 
M6. 의미있는 보상 제공 

(Clanton, 1998; 

Shelly, 2001; 

Shneiderman, 

1992) 

학습용이성 

(Learnability) 

M7. 레벨 별 난이도 (Malone, 1982) 

M8. 튜토리얼 제공 (Shelly, 2001) 

M9. 학습하기 쉬움 
(Crawford, 1982; 

Malone, 1982) 

상호작용 

(Interaction) 

M10. 타인과의 상호작용 (Crawford, 1982) 

M11.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Crawford, 1982) 

자발성 

(Voluntary) 
M12. 자발적인 이용 (Suits, 1990) 

재미요소  

감각적 재미 

(Sensation) 

F1. 시각적 재미 

(Leblanc, 1999) 

F2. 조작법에 의한 재미 

F3. 청각적 재미 

환상/자기표현 

(Fantasy/Expression) 
F4. 원하는 대로 꾸미는 재미 

이야기 

(Narrative) 

F5. 이야기의 유무 

F6. 이야기의 재미 

사회적 유대감 

(Fellowship) 

F7. 게임 내 사회적 행위에 의

한 재미 

발견 

(Discovery) 

F8. 미지의 영역 발견에 의한 

재미 

순응 

(Submission) 
F9. 규칙에 순응하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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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통계적 모델링(Statistical Modeling) 

 

이 연구는 [연구 문제 1]과 [연구 문제 2]에서 도출된 결과값을 

바탕으로 통계적 모델링을 하여 기존에 통용되어오던 게임 분류 체

계로부터 독립적인 새로운 분류 방식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데이터 

분석 절차와 사용된 통계적 기법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통계적 모델링 

 

 

1) 설문 응답: 설문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N명의 표본집단에 

대해 1인당 3가지 이상의 게임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로부터 각 게임당 21가지의 게임요소에 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2) 게임 별 특성 프로필(mean profile) 생성: 분석 대상으로서 

선정된 G개의 스마트폰 게임에 대해 고유한 ID를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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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ID별로 수집된 설문 응답들의 항목별 평균값(mean 

value)으로 프로필을 생성하였다. 따라서 G개의 프로필이 

생성되고, 각 프로필은 21개의 관측 값을 가진다. 

 

3) 주성분 분석: 앞서 얻어진 프로필들은 선처리 작업으로 주

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하여 관측 

값보다 작은 수의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으로 차원

을 축소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관측 값들의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Zha et at al.,2001). 

이 연구에서는 G개의 게임 프로필들은 각각 13개의 주성분

으로 나타낸다.  

 

4) 군집 분석: 군집 분석은 대상을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이 존

재하지 않거나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

으로 이 연구에서는 K-평균 군집 분석(K-means 

clustering)과 계층적 군집 분석(Hierarchical clustering)

을 실시하였다.  

 
       [그림 5] K-평균 군집 분석(좌)과 계층적 군집 분석(우) 

 

K-평균 군집 분석은 [그림 5]와 같이 사전에 결정된 군집 

수 K에 기초하여 전체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유사한 K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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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으로 분리하는 일반화된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K의 

값으로 5에서 7 사이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K-평균 

군집 분석은 군집 구성원들 사이의 계층적 관계를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계층적 군집분석은 가장 비슷한 

특성을 가진 게임들이 무엇인지 혹은 게임 군집 사이의 계

층관계를 알아보는데 유용하다. 이 분석방법은 데이터들의 

거리를 순차적으로 계산하고 그 중 가장 가까운 거리의 데

이터끼리 묶어가는 과정을 반복해 군집화한다.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이 덴드로그램(dandrogram)으로 간단히 나

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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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 결과 
 

 

 

 

제 1절 조사자료 검토 

 

1-1. 설문 조사 대상 수집 및 데이터 분석 방법 

 

이 연구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는 국내 스마트폰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1주일 간(2012년 6월 6일~13일) 진행되었다. 본격적으

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파일럿 테스트로서 스마트폰 게임 

이용자 5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인기 게임 20개를 선정하여 사

전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설문지의 구성과 선택지를 수정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설문 조사에서는 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스마트폰 및 게임 관련 온라인 커뮤니

티 방문을 통하여 설문 응답자를 표집하였다. 총 336명의 응답자가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자 35명을 제외한 총 301

명으로부터 응답 받은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하여 MATLAB 7.0 Statistic tool box를 사용하였다. 

 

1-2. 표본의 특성 

 

1) 인구 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을 설문하였고 [표 7]과 같이 정리되었다. 총 응답자 

301명 중 남성이 173명(57.4%), 여성이 128명(42.5%)로 

집계되어 남성 응답자 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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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남녀 비율이 5:5에 근접하고 있다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와도 상응하는 결과이다(KOCCA, 2011). 

연령대는 20대 응답자가 222명(7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응답자가 57명(18.9%)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전체 휴대폰 이용자 평균보다 젊고 

20대와 30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KOCCA, 2011).  

 

[표 7]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변수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73 57.4% 

여성 128 42.5% 

합계 301 100% 

연령 

10~19 세 15 4.9% 

20~29 세 222 73.7% 

30~39 세 57 18.9% 

40~49 세 6 1.9% 

50 세 이상 1 0.3% 

합계 301 100.0% 

 

 

2) 게임 데이터 표본의 특성 

 

이 연구는 분류에 쓰일 많은 게임 데이터를 필요로 하였다. 따라

서, 설문 응답자 한 명이 플레이 경험이 있는 게임을 1개에서 10개

까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다. 설문 응답자 301명으로부

터 총 1594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설문에 제시된 100개의 게임 

중 응답자 수가 10명 이상 되는 44개의 게임들이 실제 결과 분석

에 사용되었다. 44개의 각 게임 타이틀 명칭과 응답자 수는 [표 8]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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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게임 명칭과 게임 별 응답자 수 

 게임명 남 여 미응답 합계 

1 놈 16 10 1 27 

2 니드포스피드 20 0 1 21 

3 던전헌터 8 2 0 10 

4 두들점프 12 9 1 22 

5 룰더스카이 26 28 1 55 

6 마인크래프트 10 3 1 14 

7 맞고 34 25 0 59 

8 메이플스토리 7 5 1 13 

9 물좀주시죠? 23 12 0 35 

10 미니게임천국 27 24 1 52 

11 방탈출 7 15 1 23 

12 버블 버스터 10 29 0 39 

13 버즐 9 12 0 21 

14 사천성 9 26 0 35 

15 숨은/틀린그림찾기 6 14 0 20 

16 스머프 빌리지 24 25 1 50 

17 스트리트파이터 10 2 0 12 

18 심즈 12 26 0 38 

19 아스팔트 23 5 1 29 

20 액션퍼즐패밀리 14 33 1 48 

21 앵그리버드 105 70 2 177 

22 에브리팜 6 6 1 13 

23 에어펭귄 12 6 0 18 

24 에픽하츠 7 4 1 12 

25 위닝일레븐 2012 16 1 0 17 

26 이노티아 연대기 10 5 0 15 

27 인피니트 블레이드 21 2 1 24 

28 제노니아 23 9 1 33 

29 카툰워즈 13 1 1 15 

30 카트라이더러쉬 21 12 0 33 

31 컴투스프로야구 2012 28 6 0 34 

32 컷더로프 30 21 1 52 

33 타워디펜스 18 4 1 23 

34 타이니팜 20 32 1 53 

35 탭소닉 58 29 1 88 

36 테트리스 22 21 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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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템플런 33 33 1 67 

38 팔라독 32 10 0 42 

39 포켓 프린세스 7 10 1 18 

40 프룻닌자 47 34 1 82 

41 플랜츠 VS 좀비 36 15 1 52 

42 플랜츠워 7 3 1 11 

43 한붓그리기 14 15 1 30 

44 홈런배틀 17 1 0 18 

합계 910 655 29 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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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결과 분석 

 

2-1.  K-평균 분석 결과 

 

[표 9] K-평균 군집 분석 결과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luster 4 Cluster 5 

탭소닉 마인크래프트 타워디펜스 던전헌터 플랜츠워 

액션퍼즐 

패밀리 
룰더스카이 팔라독 메이플스토리 맞고 

미니게임천국 스머프 빌리지 
플랜츠VS 

좀비 
애픽하츠 니드포스피드 

두들점프 에브리팜 놈 
인피니트 

블레이드 
아스팔트 

프룻닌자 타이니팜 물좀주시죠? 제노니아 카트라이더 

템플 런 심즈 앵그리버드 방탈출 홈런배틀 

버블 버스터  에어펭귄 
이노티아 

연대기 
위닝일레븐 

사천성  카툰워즈 
포켓  

프린세스 

컴투스 

프로야구 

한붓그리기  컷더로프  스트리트 

파이터 

테트리스     

버즐     

틀린/숨은그림 

찾기 

    

 

 

게임 메커니즘과 재미요소의 평균값(mean value)으로 생성된 

44개의 게임 프로필들을 5개의 클러스터로 군집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들과 게임 제작사에서 어떠한 분류를 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고 [표 10]과 같이 정리하였다. 

 

1) Cluster 1: ‘탭소닉’, ‘액션퍼즐패밀리’, ‘두들 점프’, 

‘프룻 닌자’, ‘템플 런’, ‘테트리스’, ‘사천성’등의 

게임이 군집되었으며,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마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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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에서는 이들을 크게 아케이드 게임과 퍼즐 게임으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었듯 아케이드 

게임은 쉽고 단순하며 플레이어의 민첩성을 요구하는 게임 

장르를 말하며, 퍼즐 게임은 아케이드 게임의 하위 분류 중 

하나 이다. 

2) Cluster 2: ‘마인 크래프트’, ‘룰 더 스카이’, ‘타이니 

팜’, ‘심즈’ 등의 게임이 군집되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이들을 어드벤처 게임과 시뮬레이션 게임 두 카테고리 모두에 

분류하고 있고⑨, 구글 플레이 마켓의 경우 캐주얼 게임⑩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는 학문적으로도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

되지 않은 개념으로 상당히 넓고 모호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의 특성을 대변해줄 수 있는 분류 명칭으로 쓰이

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군집된 게임들 중‘룰 더 스카이’, 

‘타이니 팜’, ‘스머프 빌리지’, ‘에브리 팜’은 소셜 네트

워크 게임(Social Network Game)의 모바일 버전으로 볼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인맥 중심 특성을 게임에 접목시킨 서비스

를 말한다. 

3) Cluster 3: ‘타워 디펜스’, ‘팔라독’,‘물 좀 주시죠?’, 

‘앵그리버드’, ‘컷 더 로프’등의 게임이 군집 되었다. 애

플 앱스토어의 분류에서는 이들 분류에 대한 어떠한 일관성도 

찾기 어려우며, 구글 플레이 마켓에서는 대부분을 아케이드 게

임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군집된 게임들 중‘타워 디펜스’, 

‘팔라독’, ‘플랜츠 VS 좀비’, ‘카툰워즈’는 제작사의 설

                                            
⑨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드벤처 게임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며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형태의 게임을 말하며, 시뮬레이션 게임은 현실 상황을 비디오 게임으로 표현한 

게임을 의미한다. 
⑩

 캐주얼 게임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 사전 훈련이나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마스터하기는 어려운 구성을 띄고 있다. 주로 웹에서 바로 플레이 하

거나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Juu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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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디펜스 게임이라 불리는 게임들이

다. 디펜스 게임에 대한 명확하고 학문적인 정의는 아직 존재

하지 않으나 보편적으로 자신의 성이나 영토를 지키면서 적들

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처치하는 방식의 게임을 말한다. 

4) Cluster 4: ‘메이플 스토리’, ‘인피니트 블레이드’, ‘제노

니아’, ‘방탈출’, ‘ 포켓 프린세스’등의 게임이 군집되었

다. 애플 앱스토어와 각 게임 제작사의 분류에서 캐릭터의 직

업과 특성을 선택하여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RPG(Role-

Playing Game) 게임들이 다수 군집 되었다. 구글 플레이 마

켓에서는 이들 대부분을 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류하고 있다.  

5) Cluster 5: ‘맞고’, ‘니드 포 스피드’, ‘아스팔트’, ‘홈

런배틀’, ‘컴투스 프로야구’, ‘스트리트 파이터’등의 게임

이 군집되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마켓의 분류 기

준에서 크게 스포츠와 레이싱 장르의 게임들이 군집되었다.  

 

현재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들에서는 특정한 기준 없이 필요에 따

라 서로 다른 게임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분류 체계는 그 기준과 

범위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특히, 구글 플레이 마켓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

으로 분류하고 있어 분류 카테고리를 이용한 게임 검색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또한, 애플 앱스토어는 구글 플레이 

마켓보다 세분화된 게임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하나의 게임

이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에 중복적으로 되는 등 혼란스럽기는 마

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존의 분류 체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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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의 게임 분류 현황 

 게임명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Cluster 1 

탭소닉 음악 아케이드 

액션퍼즐패밀리 아케이드 두뇌게임 및 퍼즐 

미니게임천국 액션/아케이드 아케이드 

두들점프 아케이드 아케이드 

프룻닌자 아케이드 아케이드 

템플런 액션/아케이드/어드벤처 아케이드 

버블 버스터 퍼즐/아케이드 캐주얼 

사천성 보드/퍼즐 두뇌게임 및 퍼즐 

한붓그리기 퍼즐 두뇌게임 및 퍼즐 

테트리스 퍼즐 두뇌게임 및 퍼즐 

버즐 퍼즐 두뇌게임 및 퍼즐 

틀린/숨은그림찾기 보드/퍼즐/퀴즈 두뇌게임 및 퍼즐 

Cluster 2 

마인크래프트 어드벤처/시뮬레이션 아케이드 

룰더스카이 아케이드/시뮬레이션 캐주얼 

스머프빌리지 시뮬레이션 캐주얼 

에브리팜 시뮬레이션 캐주얼 

타이니팜 어드벤처/시뮬레이션 캐주얼 

심즈 어드벤처/시뮬레이션 캐주얼 

Cluster 3 

타워디펜스 어드벤처/전략 아케이드 

팔라독 전략 아케이드 

플랜츠VS좀비 전략/퍼즐 아케이드 

놈 액션/어드벤처/아케이드 아케이드 

물 좀 주시죠? 퍼즐 두뇌게임 및 퍼즐 

앵그리버드 아케이드 아케이드 

에어펭귄 아케이드 아케이드 

카툰워즈 액션/롤플레잉 아케이드 

컷더로프 퍼즐/액션 두뇌게임 및 퍼즐 

Cluster 4 

던전헌터 아케이드/롤플레잉 아케이드 

메이플스토리 롤플레잉 아케이드 

에픽하츠 롤플레잉 아케이드 

인피니트 블레이드 액션/어드벤처 - 

제노니아 어드벤처/롤플레잉 아케이드 

방탈출 전략 두뇌게임 및 퍼즐 

이노티아 연대기 아케이드/롤플레잉 아케이드 

포켓 프린세스 전략/롤플레잉 아케이드 

Cluster 5 

플랜츠워 전략/롤플레잉 아케이드 

맞고 카드 카드 

니드 포 스피드 레이싱 자동차경주 

아스팔트 레이싱 자동차경주 

카트라이더 러쉬 스포츠 스포츠 

홈런배틀 아케이드/스포츠 스포츠 

위닝일레븐 2012 시뮬레이션/스포츠 스포츠 

컴투스 프로야구 2012 시뮬레이션/스포츠 스포츠 

스트리트파이터 액션/아케이드 아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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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각 클러스터 별 특성 요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앞서 선행 연구에서 밝혔듯이 게임 메커니즘과 재

미 요소가 상호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게임 프로필 구성에서 분

리하지 않고 함께 분석하였다. K-평균 군집 분석에 의해 나누어진 

각 클러스터의 특성 프로필은 [그림 6]과 같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각 클러스터에 군집된 게임들의 특성 요인 평균값(mean 

value)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를 통하여 5개의 클러스터 모두

가 확연히 다른 특성 프로필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요인에서 차별성을 가지는지 프로필 특성을 해석하기 용이하도록 

[그림 6]을 [표 11]과 같이 다시 작성하였다.  

 

[그림 6] 각 클러스터 별 특성 프로필 

 



 

 49 

[표 11] 각 클러스터 별 주요 특성 요소 

 

 
 

각 클러스터의 세부 특징을 살펴보기 이전에 5개의 클러스터 모

두에서 발견된 일반적인 특징부터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는 클러스

터링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들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반

대로 스마트폰 게임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해석될 수도 있다.  

첫 번째로, Cluster 2를 제외한 모든 클러스터에서 목표의 명확성

(M2)과 레벨 별 난이도(M7)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었던 캐주얼 게임의 특성과 유사하다. 스마트폰은 일

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목적의 도구이며, 사용자의 상황적 맥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스마트폰 게임은 사용자의 짧은 소비 

패턴과 중단 가능성에 따라 게임의 목표가 단기적으로 명확하고 레

벨 난이도 조절을 통해 게임 플레이를 유도해내고 있는 것으로 해

석된다. 

두 번째로, 모든 클러스터에서 게임 시스템과의 상호작용(M11)

과 이로부터 얻는 재미 요소(F2)가 낮게 측정되었다. 대부분의 플

레이어들이 스마트폰의 게임 시스템과 흥미롭거나 의미 있는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스마트폰의 기술적 특징에 따라 

다양한 상호작용(터치, 흔들기, 기울이기, 불기 등)이 가능하지만 대

부분의 스마트폰 게임이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조작 방식을 택하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특성을 제외하고 K-평균 군집 분석으로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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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5개의 클러스터는 각기 다른 게임 메커니즘과 재미요소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각 클러스터 별 프로필을 분석하여 설명하고 대표 

특성 요소를 추출하여 클러스터 명칭을 선정하였다. 

 

1) 단순형 게임 (Cluster 1) 

이 클러스터의 경우, 목표가 명확하고 레벨이 상승할수록 난이도

가 높아지는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평균적으로 튜토리얼과 게임에 적응하는 시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학습 용이성이 다른 클러스터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이미 다른 플랫폼에서 경험이 있는‘테트리스’,‘틀린/숨

은 그림 찾기’와 같은 두뇌 및 퍼즐 게임 류와 단순한 손가락 터

치나 제스처를 통하여 목표나 장애를 해소해가는 방식의 ‘두들 점

프’,‘프룻 닌자’와 같은 게임들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적응하고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플레이어들이 특별히 두드러지게 재미를 느끼는 요소는 발

견 되지 않았다. 

 

[그림 7] 단순형 게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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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상/자기표현형 (Cluster 2) 

가장 특성 요인이 다양하고 다른 클러스터들과 확연한 차별성을 

띄는 클러스터이다. 이 클러스터의 주요 메커니즘은 플레이어에게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배워야 하는 규칙도 많고 규칙을 

익히기 위한 튜토리얼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과정은 보다 많은 

선택권을 가지기 위함으로 게임의 진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

는다.  이 클러스터에 군집된 게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플레이어

가 원하는 대로 공간이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꾸미는 행위에서 얻는 재미요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 이를 

Cluster2(환상/자기표현형)의 대표 특성 요소로서 선정하였다. 

 

[그림 8] 타이니팜의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 

 

 

또한, Cluster 2(환상/자기표현형)의 게임들 모두 사회적 상호작용

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온라인 게임과 같이 동시적이지 않고 비

동시적으로 상호작용한다.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거나 상

대방의 게임 공간에 방문하여 제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써 상대방의 게임 플레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흥미로운 

점은 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도움을 

주고 받는 행위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적극적으로 사

회적인 교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8]은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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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상/자기표현형)에 군집된 게임 중 하나인 ‘타이니 팜’의 사

회적 상호작용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 밖에도 레벨 상승이나 퀘

스트의 수행 여부에 따라 얻는 보상에 의한 재미 또한 높게 나타났

다. 보상의 형태는 새로운 아이템, 꾸밀 수 있는 공간의 확장, 게임 

내 화폐 등으로 다양하며 대부분 아바타나 공간을 꾸미기 위한 자

원으로써 활용된다.  

 

3) 목표 중심형 (Cluster 3) 

 

기존의 일반적인 분류 체계에 따르면, 크게 디펜스 게임 종류와 

아케이드 게임 종류가 이 클러스터에 군집되었다. 5개의 클러스터 

중 게임의 목표가 가장 명확하게 설정되고 레벨 상승에 따라 목표

와 난이도가 높아지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Cluster 1(단순형)

의 특성 프로필과 매우 유사하지만 아기자기한 스토리가 가미되어 

목표의 설정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게임 

플레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고 플레이어의 자원 선택 및 

활용에 대한 인지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자

면,‘플랜츠 VS 좀비’는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식물들을 마당에 심어 좀비들을 퇴치한다는 스토리 설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곧 게임의 목표가 된다. 각 스테이지를 완료

하기 위해서는 식물과 좀비들의 특성 파악하여 전략적인 배치를 하

여야 한다.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인기 게임 ‘앵그리버드’도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공격 특성을 가진 새들을 

날려서 구조물 안의 돼지를 퇴치하는 스토리 설정을 가지고 있으며 

스테이지가 상승할 수록 목표와 난이도 또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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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목표 중심형 게임 예시 

 

 

4) 스토리 중심형 (Cluster 4) 

 

Cluster 4(스토리 중심형)의 경우, 주요 특성 메커니즘 요소로서 

목표의 명확성과 레벨 별 난이도 상승 이외에 보상, 스토리의 진행

과 그로부터 얻는 재미 요소가 주요한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는‘제

노니아’,‘던전헌터’,‘메이플스토리’와 같은 RPG(Role-

Playing Game) 게임류의 군집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대부분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려한 그래픽에서 얻는 시각적 재미와 새로운 아이템이나 스테이

지를 발견함으로써 얻는 재미 요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RPG류의 게임이 주로 군집되어 있는 Cluster 4(스토리 중심

형)에 이전의 PC 플랫폼에서 육성 시뮬레이션으로 분류되던 ‘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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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 메이커’와 매우 유사한 ‘포켓 프린세스’가 함께 군집된 점

이다.‘포켓 프린세스’는 플레이어가 아버지의 역할을 부여 받아 

딸을 최대 5년 동안(게임 내 시간) 키워 원하는 장래희망으로 만들

어주는 내용으로 총 50여 개의 엔딩과 130여종의 도전과제로 구성

되어 있다. 기존에는 Cluster 2(환상/자기표현형)에 군집된‘심즈’

와 같이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구분되었지만, 아바타나 공간을 

꾸미는 재미 요소보다도 스토리에서 얻는 재미가 높아 이와 같이 

군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0] 스토리 중심형 게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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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쟁 중심형 (Cluster 5) 

Cluster 5(경쟁 중심형)는 목표의 명확성과 레벨 별 난이도 상승 

이외에 가장 두드러진 메커니즘 특성으로서 경쟁 요소가 나타났다. 

주 구성 게임은 ‘아스팔트’와 ‘카트라이더’와 같은 레이싱 게

임, ‘홈런 배틀’과 ‘위닝 일레븐 2012’와 같은 스포츠 게임, 

‘스트리트파이터’와 같은 대전 액션 게임 류이다. 게임의 결과가 

승패나 순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게임 시스템이나 상대 

플레이어와의 경쟁이 곧 게임의 내용이자 목적이 된다. 따라서, 

Cluster 5(경쟁 중심형)의 게임들의 목표 또한 명확한 양상을 보인

다. 또한, 다른 클러스터들과 비교하여 게임 컨텐츠에서 시각적 재

미와 게임 동작 시 보조음에서 청각적인 재미를 크게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 Cluster 5(경쟁 중심형)에서의 흥미로운 점은 기존에 

카드 게임인 ‘맞고’가 스포츠, 레이싱 게임과 같은 메커니즘의 게

임으로 분류된 점이다.‘맞고’와 같은 카드 게임 역시 승패에 좌우

되는 경쟁적인 게임이며, 여러 맞고 게임들이 유명 연예인의 음성 

보조를 차용하여 청각적 재미를 주려는 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림 11] 경쟁 중심형 게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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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계층적 군집 분석 결과 

 

[그림 12] 계층적 군집 분석 결과 

 

계층적 군집 분석 결과를 통하여 각 게임의 프로필 특성의 거리 

관계와 군집된 그룹 사이의 계층 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 5개의 그

룹으로 크게 묶어보았을 때, [그림 12]과 같이 K-평균 군집 분석

과 매우 유사한 군집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첫 

번째 결과는 K-평균 군집 분석 결과에서 Cluster 1(단순형)에 속

하였던‘탭소닉’이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 상당한 거리 차이를 보

이고 있다는 것이다.‘탭소닉’은 리듬 게임⑪으로 비슷한 게임으로

는‘비트매니아’,‘댄스 댄스 레볼루션’,‘태고의 달인’,‘기타 

히어로’등이 있다. 이러한 리듬 게임의 스마트폰 버전인‘탭소닉’

은 Cluster 1(단순형)의 게임들과 유사한 프로필을 지니고 있으나 

                                            
⑪

 리듬 게임 혹은 리듬 액션 게임이라 불리기도 한다. 음악이 나오면 박자와 비트에 맞도록 

입력 장치에 플레이어가 반응 하는 게임으로 입력과 비트의 정확성, 민첩성에 대한 보너스 포

인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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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적인 재미요소가 다른 단순형 게임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게임들 중 이러한 리듬 게임은 ‘탭소

닉’ 하나로 현재는 Cluster 1(단순형)로 군집되었으나 차후 다양

한 리듬 게임의 프로필이 늘어날 경우, 새로운 특성을 지닌 클러스

터로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발견된 흥미로운 결과는 ‘플랜츠 워’에 대한 것이다. 

‘플랜츠 워’는 K-평균 군집 결과 Cluster 5(경쟁 중심형)에 속

해있었으나 계층적 군집 결과에서는 Cluster 3(목표 중심형)에 군

집되었다. 제작사의 게임 설명에 따르면‘플랜츠 워’는 

AOS(Aeon Of Strife) 게임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AOS 게임으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카오스 온라인’,‘블리자드 도타’등이 있

다.  AOS 게임은 여러 장르 게임의 메커니즘이 융합된 새로운 형

태의 게임으로써 아직 일반화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AOS 게

임이 다른 장르에서 차용하고 있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롤플레잉 게임(Role-Playing Game): 원하는 직업을 선택

하여 성장시키는 방식 

- 실시간 전략 게임(Real-Time Strategy): 자원을 모으고 동

맹군과 전략을 세워 공성전을 벌이는 방식 

- 비뎀업 게임(Beat’em up Game)/3인칭 슈팅 게임(Third 

Person Shooters): 무수히 쏟아지는 NPC를 사냥하는 방식 

 

이러한 AOS 게임의 특성에 따라, ‘플랜츠 워’는 실시간 전략 게

임과 같이 경쟁적인 성격의 게임이기도 하고, 비뎀업이나 3인칭 슈

팅 게임과 같은 명확한 목표 지향형 게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후 

‘플랜츠 워’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게임 프로필이 늘어날 경우, 

새로운 특성을 지닌 클러스터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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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절 결과의 요약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게임 분류의 어려움과 

기존의 게임 분류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새로운 형태의 

게임이 가장 많이 상주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게임들을 대상으로 

분류 연구를 하였다. 게임의 내재적인 특성인 게임 메커니즘과 

이용자의 재미요소를 각 게임 별로 측정하여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K-평균 군집 분석을 통하여 크게 다섯 집단으로 

군집하였다. 각 군집의 특성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단순형 게임: 목표가 명확하고 레벨 상승에 따른 난이도가 

높아지는 메커니즘을 가지며, 무엇보다도 학습용이성이 높아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단순한 게임들이다. 기존의 아케이

드, 퍼즐로 분류되던 게임들이 군집되었다. 

2) 환상/자기표현형 게임: 가장 특성 요인이 많은 그룹으로 다

른 그룹과 다르게 목표의 명확성과 레벨 별 난이도 요인이 

낮았다. 다른 플레이어들과 비동기식의 단순한 사회적 상호

작용이 가능하며 플레이어가 원하는대로 공간이나 아바타를 

꾸미는 재미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존의 소셜네트워

크 게임들과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분류되던 게임들이 

군집되었다. 

3) 목표 중심형 게임: 목표와 레벨 별 난이도 요인이 가장 크게 

나타난 그룹으로 단순형 게임들과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

고 있으나 게임의 목표가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단순형 게임



 

 59 

들과는 달리 스토리에 기반하여 목표 설정이 되어 플레이어

가 재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디펜스 종류의 

게임과‘앵그리버드’나‘물 좀 주시죠?’와 같이 플레이어

의 전략을 필요로 하는 게임들이 군집되었다. 

4) 스토리 중심형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내 화폐 등의 보상의 

메커니즘이 특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른 그룹과 차별화 되

는 점은 스토리의 진행에 따라 다음 스테이지나 아이템을 

발견하는 재미, 화려한 그래픽이나 아기자기한 게임 구성에

서 얻는 시각적 재미였다. 기존의 롤플레잉 게임으로 분류되

던 게임들이 군집되었다. 

5) 경쟁 중심형 게임: 가장 두드러진 특성으로는 경쟁 요인이 

나타났으며, 시각적, 청각적 재미가 높은 그룹이었다. 주로 

레이싱, 스포츠 게임이 군집되었으며,‘맞고’와 같은 대전 

카드 게임도 포함되었다. 

 

또한 계층적 군집 분석을 통하여 K-평균 군집과의 유사성을 확

인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각 게임들의 계

층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특정 군집에 속하기는 하였으나 군집 내 

다른 게임들과 상이한 프로필을 갖는 게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게임들은 차후 유사한 게임 프로필이 늘어날 경우, 새로운 

특성 군집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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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본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디지털 미디어의 네트워크와 기술적 발전에 따라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특성을 지닌 게임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들은 기존

의 일부 표면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삼은 분류 체계에서는 설명되기 

힘든 실정이다. 학문적 연구와 산업적 측면에서 게임을 보다 명확하

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의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 따

른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기존에 통용되고 있는 게임의 일부 표면적인 특

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체계에서 벗어나 게임의 근원적인 특성인 

게임 메커니즘과 이용자의 재미요소에 따른 새로운 분류 연구이다. 

게임을 분류함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게임 

학문 연구와 산업적 측면에서 유연하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

다. 

둘째, 이 연구가 제시하는 게임 메커니즘과 이용자의 재미요소에 

따른 분류 기준을 산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실제 컨텐츠 내용과 이

용자의 멘탈 모델 사이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어 컨텐츠 구매 시에 

게임 검색어 예측을 용이하게 하고 더불어 게임 구매 만족도 또한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현존하는 게임 추천 시스템은 http://www.gamefly.com/ 과 

같이 게임 장르별 혹은 플레이어들의 선호도 rating을 표현하는 정

도의 매우 초기 단계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 자동 추

천 시스템과 같은 후속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변수로써 채택된 게임 메커니즘과 

이용자의 재미요소는 개별의 게임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의 모든 게임에도 이 연구의 

방법론은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다. 각 플랫폼 별 게임의 메커니즘과 

재미요소를 분석하여 비교하는 확장 연구를 시도할 경우, 플랫폼 

http://www.gamef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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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는 게임 디자인의 패러다임을 더욱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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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게임미디어 연구실에서 

스마트폰 게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각 게임 별 게임 메커니즘과 

재미요소를 알아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의 응답은 연구 목

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 및 상업적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

을 약속 드립니다. 이용 경험이 있는 스마트폰 게임은 최대 20개까

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자: 천연비 

문의사항: dododomado@gmail.com 

 

 

 본 설문에 앞서 이용 경험이 있으신 게임을 자유롭게 

선택해주세요. (최대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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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설문 참여자가 앵그리버드, 에어펭귄, 카툰워즈를 골랐다면, 

 

1. 이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규칙이 많다. 

 

 

 

2. 이 게임의 목표는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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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게임은 레벨마다 목표가 다르고 여러가지의 목표가 주어진다. 

 

 
 

이하 같은 형식으로, 

 

4. 이 게임은 다른 플레이어 혹은 게임 시스템과 경쟁하는 게임이다. 

 

5. 이 게임은 나에게 많은 선택을 하도록 한다. 

 

6. 이 게임은 나에게 다양한 보상을 제공해준다.  

(레벨, 게임머니, 아이템 등) 

 

7. 이 게임은 레벨이 높아질수록 어렵다. 

 

8. 이 게임은 튜토리얼(사전 학습)이 필요하다. 

 

9. 나는 이 게임 플레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10. 이 게임은 다른 사람과 함께 플레이하고 대화나 쪽지를 주고받

을 수 있다. 

 

11. 이 게임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조작이 가능하다.  

(터치하기, 흔들기, 불기 등) 

 

12. 나는 이 게임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싶다. 

 

13. 이 게임은 그래픽이 화려하고 시각적인 즐거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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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 게임은 조작 방법에 의한 즐거움이 크다.  

(터치하기, 흔들기, 불기 등) 

 

15. 이 게임은 청각적인 즐거움이 크다.  

(배경음악, 게임 동작시 보조음 등) 

 

16. 이 게임은 내 아바타 혹은 공간을 꾸미는 재미가 있다. 

 

17. 이 게임은 스토리가 있다. 

 

18. 스토리가 있다고 응답하셨다면, 이 게임의 스토리는 재미있다. 

 

19. 이 게임은 친구들 혹은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플레이하는 재

미가 있다. 

 

20. 이 게임은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거나 새로운 스테이지를 발견하

는 재미가 있다. (공간탐험, 새로운 지역/단서 발견 등) 

 

21.. 이 게임은 자유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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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각 게임 별 메커니즘과 재미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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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assification of Game based on Design 

mechanism and Fun factors 

: Case of Smartphone Game 

 

Yeonbi Chun 

Department of Contents Converg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mobile application market has been seeing a rapid 

growth as distribution of diverse smart devices and 

development of networks are accelerated. Games, which are 

contents receiving most attention among applications with 

various purposes, show a different game design structure as 

transition occurs from the existing console and PC platform 

basis to the smart phone platform. As a result of such changes, 

currently used game classifications based on genres fail to 

show practical characteristics of smart phone games, and hence 

experience difficulties in academic and industrial uses.  

Therefore, in this study, problems of the existing game 

classification system with reference to partial superficial 

characteristics of games are recognized, and smart phone 

games have been analyzed and classified based on the games’ 

inherent characteristics such as game mechanism and users’ 

fun.  Game mechanism and fun factor characteristics for a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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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44 smart phone games have been extra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followed by division into 5 clusters 

through a cluste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new 

classification method based on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 

values of each cluster has been suggested, including ‘simple-

type game’, ‘fantasy/self expression-type game’, ‘goal-

oriented game ’ , ‘ story-oriented game ’ , and 

‘competition-oriented game’. 

 

 

 

 

Keywords : smart phone game, game mechanism, fun theory, 

game classification 

Student Number : 2010-23955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스마트폰 게임에 관한 연구
	제 2 절 게임 분류에 관한 연구
	제 3 절 게임 디자인에 관한 연구
	3-1. 게임 디자인
	3-2. 게임의 다양한 정의와 메커니즘 요소

	제 4 절 게임 플레이에 관한 연구
	4-1. 게임 플레이(Game play)
	4-2. 게임의 재미 요소(Fun theory)
	4-3. 게임 Playability 평가에 관한 연구


	제 3 장  연구 문제
	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모델
	제 2 절 설문지 및 주요 변수의 구성
	2-1. 설문지의 구성
	2-2. 주요 변수의 구성

	제 3 절 통계적 모델링(statistical Modeling)

	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조사자료 검토
	1-1. 설문 조사 대상 수집 및 데이터 분석 방법
	1-2. 표본의 특성

	제 2 절 결과 분석
	2-1. K-평균 분석 결과
	2-2. 각 클러스터 별 특성 요소 분석


	제 6 장  결   론
	제 1 절 결과의 요약
	제 2 절 본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참고 문헌
	부  록 1: 설문지
	부  록 2: 각 게임 별 메커니즘과 재미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