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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domestic game industry that infringes game nature or 

diversity, which is the essence of game contents such as copycat, auto play, excessive billing inducement, 

indiscriminate advertisement developed by focusing on commercial aspect, It suggests the necessity of creative and 

various game development environment. It suggests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game 

industry through game case analysis which shows the possibility of game media out of existing success formula and 

does not concentrate only on commerciality and makes effort to give new fun to users.

키워드: 게임산업(Game Industry), 카피캣(copycat), 오토플레이(autoplay), 로드러너원(Lode Runner1), 이블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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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과거 한국 게임 산업은, PC 플랫폼 기반의 게임의 개발과 대중보단 

매니아 유저 위주의 소비층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층을 

타겟으로 다양한 작품성을 가진 게임들이 시장에 등장했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 게임 시장은 작품성보다 상업성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 상태이다. PC에 비해 개발 리스크가 적고 유저층이 넓어 단기 

수익성이 매우 높은 스마트폰 플랫폼의 등장으로 게임개발 플랫폼이 

한 쪽에 치우쳐 편향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개발하기보다 카피캣을 통해 

과거에 성공한 게임들을 레퍼런스 삼아 개발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어 다양성이 파괴되고 있다. 과거, 초기 스마트폰 게임 개발 시절에서

부터 ‘애니팡’의 흥행 이후 비슷한 UI, 룰을 가진 퍼즐게임들이 나타났

었고, 런 게임이 흥행하자 유사계열의 런 게임들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공했던 게임 따라하기’ 개발 전략은 현재 모바일 RPG 개발시대까

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 결과, 현재 한국 게임업계의 발전과정이 

고착화되어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게임업계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한국게임업계가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게임개

발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한국게임시장이 플랫폼

과 장르면에서 획일적이며 지나치게 상업성에 집중되어 있음을 비판하

고 한국 게임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 다양한 장르의 

게임이 개발되어야 함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게임 구입이나 

아이템 구매에서 당장 큰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게임 인구의 저변을 

넓히고 게임의 매체적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임의 개발이 필요함

을 강조하면서, 수익을 내는데 주력하지 않았지만 상업적 성공으로 

평가받는 게임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한다.

II. 상업성 중심의 국내게임 현황

본 연구에서는 먼저, 상업성을 중시한 게임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나 현상을 분석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려한다. 여기서 상업

성을 중시한 게임이란, 게임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만이 목적인 

게임을 뜻한다. 물론 게임을 만들 때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게임의 재미나 사회적 메시지를 강조하거나 예술성을 

추구하는 등 매체로서 게임의 긍정적인 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수익성에만 목적을 둔 게임을 의미한다.

1. 오토 플레이

오토 플레이란, 게임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 내에 탑재되어 

있는 인공지능에 의해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스스로 움직여서 게임이 

진행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오토 플레이는 한국 현대 게임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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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게임의 본질적인 의미를 

퇴색시킬수 있는 구조이다. 이는 게임이라는 것이 ‘게임을 플레이’하

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 되고 있는 걸 보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플레이어는 플레이의 보상이 무엇이 들어왔나 중간에 확인만 하고 

다시 오토 플레이로 진행되도록 하여 플레이어의 노력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게 만들었다.

2. 이전에 성공한 모델 따라하기(카피캣)

게임 콘텐츠는 스마트폰 플랫폼으로인해 소비층이 확대되어 대중 

흥행 산업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기존의 소수 매니아층을 겨냥한 개발에서 벗어나 절대다

수의 대중을 겨냥한 게임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쉬운 환경으로 

변했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단 과거에 상업적으로 성공

을 거뒀던 모델(비즈니스 모델 또는 핵심 재미요소 등)을 레퍼런스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업계의 트렌드로 자리잡혔다. 이러한 현상을 

‘카피캣’이라고 한다. 카피캣이란, 흉내쟁이라는 뜻으로 인기있는 

제품을 그대로 모방해 만든 제품을 비하할 때 쓰이는 단어다. 해당 

모델의 성공 경험이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성공 가능성

이 높은) 게임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게임 시장은 

이전에 성공한 게임의 모델 따라하기에만 급급하다보니 게임 생태계의 

다양성이 파괴되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3. 부분유료화를 이용한 과도한 과금유도

외국 게임 시장은 게임 컨텐츠 자체를 구매해야 플레이할 수 있는 

형태(패키지 게임)로 발달한 반면, 한국 게임 업계는 게임 플레이는 

무료지만 내부 일부 컨텐츠 사용에 과금을 요구하는 부분유료화를 

기본으로 한 BM을 베이스로 발달해왔다. 그러다보니 게임 개발자금

을 확보하기 위해선 유저에게 과금을 유도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물론, 과금에 따른 정당한 특혜를 주며 비과금 유저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소위 말하는 ‘착한 과금’을 통해서 

개발사는 자금을 확보하고 플레이어에게는 과금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주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다수의 게임에서는 플레이어의 심리를 

자극하여 과도하게 과금을 유도하는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과금 유저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 

게임 이탈을 과속화 시키며 가챠 시스템의 사행성 문제로 게임사와 

유저간의 신뢰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

4. 무분별한 광고

한국 게임 컨텐츠는 대중 흥행 산업으로 변모하였다. 그에 따라, 

대중들에게 얼마나 더 많이 자신의 게임을 어필하였느냐에 따라 

게임 유저 확보의 성패를 가를 수 있게 되어버렸다. 예로, 슈퍼셀의 

클래시 오브 클랜은 한국에서의 홍보를 위해 헐리우드 스타를 광고모

델로 기용한 TV 광고는 물론, 지하철 옥외 광고까지 하는 등 지금까지 

한국에선 유례를 찾기 힘든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한 결과 외국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 이후, 대기업을 

시작으로 수많은 게임사들이 슈퍼셀의 그러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중의 눈길을 조금이

라도 더 사로잡기 위해서 광고의 질적 수준보다는 광고 양과 성 

상품화 같은 자극성에 중점을 두다보니 소비자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게임사들이 마케팅에 더욱 치중을 하게 되어 

게임 개발을 마케팅에 맞춰 개발하게 하는 등의 행태로 콘텐츠의 

질을 떨어지게 하거나 마케팅 비용을 고스란히 개발사나 플레이어에게 

전가시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III. 새로운 시도의 게임 사례 분석

1. 레플리카

‘레플리카’는 Somi라는 닉네임을 가진 한국의 1인 개발자가 개발한 

텍스트 기반 추리 퍼즐 인디 게임으로 시사성이 강한 추리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테러범으로 오해받고 감옥에 붙잡혀 있는 주인공 

‘리플리’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른 테러 용의자인 ‘디키’의 

스마트폰을 해킹하여 그가 테러 주도범이라는 증거를 찾아내는 형식의 

퍼즐 게임이다. 게임의 큰 테마는 독재체제 국가의 감시에 대한 비판이

며, 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과 같은 마녀사냥식 몰아부치기, 한국의 

보도연맹 사건이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민간인 사철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

Fig. 1. 레플리카-마녀사냥식 사건조작 풍자

Fig. 2. 이블팩토리-아페이드 게임 특징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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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블팩토리

넥슨의 사내 스튜디오 팀 네오플에서 개발한 아케이드 슈팅 액션 

게임 ‘이블팩토리’는 가상의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군사 조직 ‘크라켄’

의 본거지에 잠입하여 괴물들을 소탕하는 용병 ‘레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액션이나 RPG장르의 게임에선 보통 상업적인 수익 

창출에 최적화 되어 있는 오토플레이(자동전투)를 택한다. 하지만, 

이블 팩토리에선 오토 플레이가 아닌 고전 게임에서 사용하던 조이스

틱을 이용한 이동, 버튼을 직접 눌러 트랩 설치&무기 사용을 하여 

전투를 진행하는 것을 주 플레이 컨셉으로 두었다. 이러한 조종 방식은 

고전 게임기에서 쓰이던 조이스틱, 다양한 공격 버튼들을 조작하여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게 했던 아케이드 게임의 본질적인 특징을 

게임에 표현하였다. 이블 팩토리의 주요 게임 플레이는 보스와의 

1대1 전투이며, 과금을 통한 성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스

럽게 유저 스스로 보스의 공격패턴, 약점 등 보스의 특징을 불렛타임을 

이용하여 파악하게 하고 그에 따라 무기를 바꿔 장착하거나 자신의 

공격 패턴을 연구하게 하는 등 유저로 하여금 전투에 전략을 세우게 

유도를 한다.

또한 이블팩토리에서의 과금 요소는 순수하게 스테이지를 클리어하

는 ‘유저의 도전’을 도와주는 아이템만을 과금 요소로 설계하였다.

3. 로드러너 원

로드러너 원은 넥슨 사내 개발 스튜디오인 데브캣에서 개발한 

퍼즐 액션 게임이다. 원작 게임인 Lode-Runner 의 IP를 소유하고 

있는 게임회사 토자이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출시한 게임으로 

안전한 수익구조의 카피캣 방식을 취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

는 사례의 게임이다. 

맵 줌 아웃 기능의 도입과 콤보시스템, 다양한 능력의 캐릭터 

도입을 통해 퍼즐요소를 극대화 하였다. 또한 원작과는 달리 플랫폼 

변화에 따라 ‘360도 D-패드 기법’을 도입하여 캐릭터가 현재 플레이어

의 입력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어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 기기의 조작감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스테이지 클리어 방식에도 출구를 도입하여 원작과는 다른 

클리어 방식을 체택하고 있고, 줌 인 아웃 기능을 통해 화면 밖에 

있는 오브젝트과 맵의 위치를 알려주어 퍼즐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는 등 직관성을 높이는 방향에서의 여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Fig. 3. 로드러너 원- 맵 줌 아웃

Fig. 4. 이블팩토리-아케이드 게임 특징 표현

IV. Conclusions

상업성에 치우쳐진 한국 게임에서 주로 등장하는 요소에는 게임이

라는 매체를 ‘즐기는 것’이 아닌 그저 ‘바라만 보게 하는 것’으로 

변모시켜 버리는 ‘오토 플레이’, 매체의 가능성과 유저에게 새로운 

게임성으로 새로운 재미를 느껴주게 하기 보다는 이전에 성공한 

게임의 흥행 공식을 따라하는 ‘카피캣’, 게임으로 하여금 재미를 

느끼게 해주기보다 부분유료화를 이용하여 유저의 과금욕구를 과도하

게 자극하는 BM설계, 그리고 무분별한 광고가 있었다. 하지만, 테러방

지법, 한국 보도연맹 사건 등 시사적인 문제를 게임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한 레플리카, 오락실의 아케이드 게임의 특징을 모바일

에서 구현시킨 이블팩토리, 기존에 있던 원작 게임을 디바이스 플랫폼

과 유저 경험을 고려하여 새롭게 출시한 로드러너 원 같이 상업성에 

치중하지 않고 기존의 성공공식에서 벗어나, 게임이라는 매체의 가능

성을 보여주고 유저로 하여금 새로운 재미를 주기 위해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는 게임 역시 존재한다. 한국게임업계가 지속적인 성장하

기 위해서는 당장 대중적 호응을 받지 못해 수익성이 없을지라도 

위의 조사한 게임들처럼 게임이라는 매체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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