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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매치3 퍼즐 게임은 모바일 게임에서 많이 출시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장르이다. 또한 유

사한 규칙과 형태를 가진 게임들이 지속적으로 출시 예정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매치3 퍼즐 게임과 다른 장르 게임의 융합에 대해서 알아보고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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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악마의 게임이라고 불리는 GTA 시리즈는 도시 전체가 무대인 

오픈월드 게임으로서 극강의 자유도를 보장한다. 유저는 도시에서 

사랑을 나누고 범죄를 저지르며 여행을 즐긴다. GTA는 특정 장르로 

구분하기 어렵다. 슈팅·어드벤처·시뮬레이션·레이싱 등을 융합한 장

르 백화점인 까닭이다.

장르 융합은 새로운 그 무언가를 탄생시킬 수 있다. 새로움이라는 

창작의 본질에 다가서는 방법론인 셈이다. 예술의 역사는 전통 문법을 

파괴하고, 합체시키고, 비틀어낸 결과물의 총합 아니던가. 게임의 

역사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혁신은 데이터가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다.

국내 게임 시장은 장르 획일화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장르라는 

우물에 갇혀 기존 문법을 답습한 결과다. 피로도를 느낀 유저들은 

외산 게임으로 향하게 된다. 장르의 틀에 갇힌다는 것은 유저에게 

이해 가능한 재미만을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1]. 

2019년 6월 현재 구글 플레이에서 ‘Match 3’로 검색하면 250개 

이상의 게임이 검색된다. 퍼즐게임의 장르에 속해 있지만 범위를 

매치3라는 장르로 좁혀도 상당히 많은 수의 게임이 존재하는 것이다. 

많은 수의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매치3 게임은 여러 가지 색깔 또는 모양을 가진 블록들이 가득 

찬 레벨에서 하나의 블록을 골라 상하좌우에 있는 다른 블록과 스와핑

을 통해 3개의 같은 모양의 블록을 가로, 세로 등 3개 이상 나열하면 

해당 블록들을 없애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때 블록이 사라지면 

빈 공간으로는 바로 위에 있는 블록이 떨어져 내리게 된다.

게임에 따라 4개, 5개 등의 블록을 매칭하는 경우에는 특수 블록이 

생성되어 같은 블록 전부 없애기, 한 열 또는 행 없애기 등의 특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특수 블록뿐만 아니라 특정 블록을 없앤다거나 

같은 블록들을 모두 다른 블록으로 바꾸는 등의 아이템을 제공하기도 

한다.

II. The Main Subject

Fig. 1. Puzzle Dragon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매치3 퍼즐 게임의 보급이 증가하고 유저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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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매치3 퍼즐 게임과 타 장르의 융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임으로 매치3 퍼즐 게임과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을 융합하였다. 

캐릭터를 육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치3 퍼즐을 이용하여 전투를 

벌이는 연출을 통해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매치3 퍼즐 게임은 규칙의 단조로움 때문에 배우기 쉽고 직관적이라

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조로운 플레이 패턴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다른 게임 장르와의 융합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Fig. 2. Puzzle Quest

그림 2는 퍼즐 퀘스트라는 롤플레잉 게임으로 매치3 퍼즐 게임과 

롤플레잉 게임을 융합하여 게임속의 적들과의 전투 또는 이벤트를 

매치3 퍼즐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롤플레잉 장르에서는 유저의 액션이나 컨트롤보다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탯을 통한 수치를 이용한 전투가 

행해지고 있다. 공격력, 체력, 민첩성 등으로 표현되는 스탯의 높고 

낮음을 통해 상대방과의 차이를 만들어 내게 된다. 게임 내에서 이 

미묘한 수치 차이는 상대방보다 강하다 또는 약하다의 개념만 제공해 

주고 있고 단지 이 수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게임의 목적이 되고는 

한다.

매치3 퍼즐을 전투에 도입한 게임들은 이런 단순한 수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무작위로 배치된 블록들을 이용하여 계획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패턴의 전투를 경험하게 된다.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전투에 

다양성을 불어 넣게 되는 것이다.

III. Conclusions

매치3 퍼즐 게임의 보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유저들

에게 선택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게임들이 유사한 규칙과 형태로 

기존의 게임들을 답습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획일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른 장르와의 융합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매치3 퍼즐 게임과 다른 게임 장르의 융합을 통해 

매치3 퍼즐 게임의 획일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융합 장르의 사례가 부족하여 융합이 만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된 부분이 있으며 이 부분은 추후 후속 연구의 방향성으로 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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