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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게임 플레이 형식은 장르별로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의 우선순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본

연구는 게임 장르별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의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게임 디자
인 구성요소와 장르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6가지의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와 6가지의 게임 장
르를 추출한 후, 연구 모형을 설계하고, AHP를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액션 게임에서 피드
백 시스템과 메커닉스, 어드벤처 게임에서 스토리, 롤플레잉 게임에서 메커닉스와 스토리, 시뮬
레이션 게임에서 메커닉스와 피드백 시스템, 테이블 게임에서 피드백 시스템과 메커닉스, 퍼즐
게임에서 메커닉스와 피드백 시스템이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The format of game play varies depending on the priority of game design components

by genre. In this study, in order to quantitatively derive the priority of game design
components by genre, 6 game design components and 6 genres were extracted through
prior research on game design components and genres, and then the research model was
designed, and priorities were derived through AHP. Feedback system in action games,
story in adventure games, mechanics in role-playing games, mechanics in simulation
games, feedback system in table games, and mechanics in puzzle games were highly
prioritized.

Keyword : Game Design Components(게임 디자인 구성요소), Game Genre(게임 장르),
Priority(우선순위), Game Design(게임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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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서사문학은 전설, 신화, 민화를 근원으로 하고

있으며,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체, 시기, 장소 등

에 따라 다양한 형식이 체계화되어 탄생한 장르의

확산으로 발전되어왔다. 문학 장르의 이론화는 아

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극양식(Dramatic Mode),

서정양식(Lyric Mode), 서사양식(Epic Mode)이라

는 3분법의 분류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에서는 장르 분류를 기준으로 작

품이 배급되고 비평이 이뤄지고 있으나 장르가 극

도로 세분화되고 있는 현대에 이르러 장르의 분류

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2].

그러나 어니스트 아담스(Ernest Adams)등의 연

구자들은 게임 연구를 체계화하기 위해 세분화되고

있는 수많은 게임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장르를 테마, 목적, 주요시스템, 사용자의 유형 등

으로 다양하게 구분하려는 시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3]. 또한 게임의 장르는 게임

시장의 상업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르별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전산교육, 게임 중독

과 성격요인, 사고력 등에까지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있음을 국내 여러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을 정

도로 연구 가치가 존재한다[4-7].

게임 장르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세분화되었는지

1980~1990년대 게임들을 분석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장르별로 어떤 게임 구성요소를 어떻게

게임 디자인에 활용했는지, 장르별로 어떤 방향성

을 통해 변화해왔는지 알 수 있다[8].

다른 미디어 뿐만 아니라 게임에서도 장르는 나

누는 기준에 따라 장르가 다양하게 분류되므로 그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장르를 분류하는 연구자나

목적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통일된 기준은 없

으나, 게임의 초기 장르 구분은 플레이어의 행동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게임 플레이 형식을 기준으로

이뤄져왔고 여전히 그 기준이 현재 게임 장르 구

분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7,9].

게임 개발에서 장르 구분이 가장 필요한 영역은

게임의 뼈대와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임 디자인이

며, 장르별로 게임 플레이 형식은 게임 디자인 구

성요소의 우선순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한정된

게임 제작 기간 안에 효율적인 게임 디자인이 이

뤄지기 위해서는 실무에서 장르별 게임 디자인의

구성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이뤄져야 하

며, 이를 위해 게임 디자인의 관점에서 장르별 게

임 디자인 구성요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연구가 선행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실무에서 이뤄지는 게임 디자인 과정

이 장르별로 막대한 차이가 존재하여 다른 장르에

도전하는 과정에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장르별 효율적인 게임 디자인의 가

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는 대부분의 게임에서 거

의 공통적으로 공유하나 게임마다 각 구성요소의

우선순위가 천차만별 다르다. 그러나 대분류에 해

당하는 게임 장르 안에서는 구성요소의 우선순위가

비교적 비슷하게 디자인된다. 대부분의 어드벤처에

서 스토리를 중시하고, 액션에서 피드백 시스템을

중시하듯 장르별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의 우선순위

를 감이 아닌 수치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량적으

로 도출한다면 해당 장르에 도전하는 개발사의 게

임 디자인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3.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디지털 게임의 장르와 게임 디자인

관점에서의 구성요소인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라는

범위로 한정하여 이뤄졌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됐다.

첫째, 게임 디자인 관점에서 이뤄진 게임 구성요

소에 대한 선행연구와 국내외 게임 장르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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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게임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제시

한 8가지의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 중 플레이어가

제어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제외하고 게임 디자이

너가 디자인 가능한 6가지의 게임 디자인 구성요

소를 도출했다.

셋째, 국내외 게임 장르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객체와 속성의 관점에서 상호배타적인 6가지

대분류 장르를 도출했다.

넷째, 위에서 도출된 6가지의 게임 디자인 구성

요소와 6가지 대분류 게임 장르를 통해 연구모형

을 설계하고, AHP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6가지

대분류 장르별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의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도출했다.

다섯째, 장르별 도출된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의

우선순위와 그래프 패턴을 비교 분석했다.

2. 이론적 배경

2.1.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

2.1.1 게임의 구성요소

구성요소(Component)란 사물을 구성하는 필수

적인 성분으로, 분석(Analysis)은 현실의 복잡한

사물, 현상, 개념, 대상 등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상호독립적이면서 심플한 구성요소로 분해하는 과

정이다[8].

게임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임이 어

떤 구성요소들로 만들어졌는지, 각각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는

지 구체적으로 해부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게임 연

구가 구성요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을 만큼 게임

연구의 첫 단추 중 하나는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분류하는 것에 있다[10].

2.1.2 9가지의 게임 분석 방법

사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다른

구성요소로 분류할 수 있듯 게임 또한 어떤 관점

에서 분석하는지에 따라 도출되는 구성요소가 크게

달라진다. 게임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 게임 분석

방법의 분류는 [Fig. 1]과 같이 인간(Human)과 게

임(Game)이라는 두 가지의 큰 객체를 기준으로

한 H-G모델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11].

[Fig. 1] H-G model

[Fig. 2] 9 Game Analysis Method by H-G model 

H-G모델을 통해 도출된 게임 분석 방법은

[Fig. 2]와 같이 9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11].

Ÿ 게임 개발자 관점에서 본 게임 디자인 영역

Ÿ 게임 개발자 관점에서 본 게임 기술 영역

Ÿ 게임 개발자 관점에서 본 게임 외적 영역

Ÿ 플레이어 관점에서 본 게임 디자인 영역

Ÿ 플레이어 관점에서 본 게임 기술 영역

Ÿ 플레이어 관점에서 본 게임 외적 영역

Ÿ 제3자 관점에서 본 게임 디자인 영역

Ÿ 제3자 관점에서 본 게임 기술 영역

Ÿ 제3자 관점에서 본 게임 외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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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게임 디자인의 구성요소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는 게임 디자인의 관점에

서 바라본 게임의 구성요소로써, 장르별로 차이가

존재하나 장르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구

성요소를 찾을 수 있다[12].

게임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는 관점에 따라 분석

영역이 달라진다. 먼저 게임학 연구에서 자주 언급

되는 3가지 연구를 살펴보고, 이 3가지 연구를 통

합한 게임 구성요소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4가지 게임 구성요소(by 제시셀)

제시셀(2016)은 플레이어에게 가시적인가 가시

적이지 않은가로 [Fig. 3]과 같이 게임의 구성요소

를 미적 정서, 메커닉스, 스토리, 기술 4가지로 분

류했다[10]. 제시셀은 게임 개발자의 관점에서 게

임 디자인 영역과 게임 기술 영역을 분석했다.

[Fig. 3] Game Components(by Jesse Shell)

2) 3가지 게임 구성요소(by 로빈 허니크 등)

로빈 허니크 등(2004)은 게임 디자이너와 플레

이어의 두 관점에서 게임 내부를 어떻게 바라보는

지에 따라 [Fig. 4]와 같이 게임 구성요소를 미적

정서, 다이내믹스, 메커닉스 3가지로 분류했다. 다

이내믹스란 플레이어와 게임 디자이너 사이에 만들

어지는 영역으로 게임을 플레이 할 때마다 매번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개념이다[13]. 로빈 허

니크 등은 게임 개발자와 플레이어의 관점에서 게

임 디자인 영역을 분석했다.

[Fig. 4] Game Components(by Robin Hunicke, et 
al)

3) 4가지 게임 구성요소(by 제인 맥고니걸)

제인 맥고니걸(2012)은 게임을 통해 현실을 바

꾸기 위해 게임을 외부에서 바라봤으며, [Fig. 5]와

같이 게임 구성요소를 목표, 규칙, 피드백 시스템,

자발적 참여로 분류했다[14]. 제인 맥고니걸은 제3

자의 관점에서 게임 디자인 영역과 게임 외적 영

역을 분석했다.

[Fig. 5] Game Components(by Jane McGonigal)

4) 8가지 게임 구성요소 모델(by 남기덕)

남기덕(2019)은 위의 3가지 게임 구성요소에 대

한 연구를 통합하여 [Fig. 6]과 같이 통합된 8가지

게임 구성요소 모델을 제안했다. 게임 디자이너와

플레이어의 관점에서 게임 구성요소를 자발적 참

여, 기술, 스토리, 메커닉스, 피드백 시스템, 다이내

믹스, 미적 정서, 목표 8가지로 정리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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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ame Components(by Kiteok Nam)

2.2. 게임의 장르

장르(Genre)는 프랑스어로 종류라는 뜻이며, 예

술분야에서 작품 분류를 위한 분류 방법 중 하나

다[7]. 게임은 다른 미디어보다 굉장히 많은 장르

로 나눠지고 있으며 세분화된 만큼 다음과 같이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가 꾸준히 이뤄졌다.

2.2.1 국외 게임 장르 선행연구

게임이 본격적으로 상업화되면서 비슷한 게임을

장르라는 그룹으로 묶어 배급하기 시작했고, 비평

이 이뤄졌다[4]. 이에 발맞춰 게임 장르에 대한 연

구도 다음과 같이 활발히 이뤄지기 시작했다[15].

Ÿ 크리스 크로퍼드: 액션, 전략, 교육과 어린이용,

대인, 챈스

Ÿ 마이어스: 아케이드, 시뮬레이션, 전략, 전쟁, 어

드벤처

Ÿ 에겔펠트 닐센과 스미스: 액션, 시뮬레이션, 전

략, 어드벤처

Ÿ 롤링스와 모리스: 액션, 시뮬레이션, 전략, 어드

벤처, 퍼즐, 교육, 장난감

Ÿ 프리들: 아케이드 액션, 시뮬레이션, 전략, 어드

벤처, RPG

Ÿ 자코비: 아케이드 액션,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슈팅, 격투, 스포츠, 퍼즐

Ÿ 엔드류 롤링스와 어니스트 아담스: 액션, 건설&

경영&운송 시뮬레이션, 전략, 어드벤처

2.2.2 국내 게임 장르 선행연구

해외만 아니라 국내 많은 연구자도 해당 시기를

반영하듯 새롭게 인기를 얻은 특정 키워드를 중심

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 이뤄졌다[16-21].

Ÿ 임영훈: 아케이드, 시뮬레이션, 어드벤처, 스포

츠, 온라인 게임, RPG, 복합장르

Ÿ 맹철주: 아케이드, 머그, 시뮬레이션, 어드벤처,

스포츠, RPG

Ÿ 오현주: 아케이드, 액션, 시뮬레이션, 어드벤처,

퍼즐

Ÿ 김정호: 아케이드, 시뮬레이션, 어드벤처, RPG

Ÿ 나보라: 액션, 시뮬레이션, 어드벤처, RPG

Ÿ 윤형섭 등: 액션, 슈팅, FPS, 시뮬레이션, 어드

벤처, 스포츠, RPG

2.2.3 6가지 대분류 게임 장르

기존 게임 장르 연구는 기준을 가지고 계층적으

로 층위를 나누기보다 당시 유행하는 용어를 장르

로 단순 추가해 나열하는 형태로 이뤄져왔기에 객

체-속성의 개념 안에서 플레이어의 행동을 기준으

로 [Fig. 7]과 같이 게임 장르를 계층적으로 액션,

어드벤처, 롤플레잉, 시뮬레이션, 테이블, 퍼즐 6가

지로 가능한 상호독립성을 유지하게 분류했다[8].

[Fig. 7] 6 Game Gen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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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대분류 장르를 객체로 하고, 객체 간 조합

은 복합장르로 뒤의 장르를 핵심 장르로 구분한다.

시점, 진행 방향과 같이 여러 객체에 공통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속성이며, 시점이라는 속성은

같아도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같이 속성값은 다

를 수 있다. 대분류 장르별로 세분화가 수월한 속

성의 파생에 따라 게임 장르는 세분화되어왔다[8].

초창기 게임 장르의 분류는 장르별 특징이 명확

해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수월했으나 이후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애매한 용어들을

장르로 내세운 탓에 게임의 장르 분류에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22].

패키지 게임, 캐주얼 게임, 인디 게임, 교육용 게

임, 기능성 게임, 스포츠 게임, 온라인 게임 등의

용어는 시대를 반영하는 용어로써 가치는 충분히

있으나, 6가지 대분류 장르 모두로 만들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장르와 상호독립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하나의 장르로 구분하기에 무리가 있다[8].

3. 연구 내용

3.1. 연구 모형 및 AHP 문항 설계

1)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에 대한 4가지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제인 맥고니걸이 제시

한 규칙은 다른 연구자들이 제시한 메커닉스에 포

함된다고 볼 수 있어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는 미

적 정서, 다이내믹스, 스토리, 메커닉스, 기술, 피드

백 시스템, 목표, 자발적 참여로 총 8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8가지의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를 플레이어와 게

임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보면 [Table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플레이어 관점에서는 8가지의 모든 게임 구성요

소를 거쳐 게임 플레이 경험이 창출되나 자발적

참여는 플레이어에게만 존재하며, 목표는 게임 디

자이너가 제안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플레이어가

결정하므로 게임 디자이너의 관점에서는 주로 미적

정서, 다이내믹스, 스토리, 메커닉스, 기술, 피드백

시스템 6가지의 구성요소를 고려해 게임을 디자인

하게 된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적 정서, 다

이내믹스, 스토리, 메커닉스, 기술, 피드백 시스템 6

가지를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로 채택했다.

[Table 1] Prior research on Game Design 
Components  

Game

Components
Shell

Hunic

ke

McGo

nigal
Nam

Aesthetics O O O

Dynamics O O

Story O O

Mechanics O O O

Technology O O

Feedback
System O O

Goal O O

Voluntary
participation O O

Rule O

[Table 2] Components that Game Designers Can 
Control  

Game

Components
Player

Game

Designer

Aesthetics O O

Dynamics O O

Story O O

Mechanics O O

Technology O O

Feedback
System O O

Goal O △

Voluntary
participation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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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분류 장르

게임 장르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장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Ÿ FPS, 건설, 격투, 경영, 교육, 롤플레잉, 머그,

슈팅, 스포츠, 시뮬레이션, 아케이드, 액션, 어드

벤처, 온라인, 운송, 장난감, 전략, 테이블(카드,

보드), 퍼즐 등

객체와 속성의 개념을 통해 장르를 세분화하면

슈팅, FPS, TPS 등은 대분류 액션에 포함되며, 전

략 시뮬레이션, RTS, 디펜스, MOBA는 대분류 시

뮬레이션에 포함되므로 대분류 장르에서 제외했다.

건설, 격투, 경영, 스포츠 등은 소재에 해당되며,

머그와 온라인은 속성에 해당되므로 [Fig. 8]과 같

이 다른 대분류 장르 중 어떤 것으로도 개발이 가

능하기에 대분류 장르에서 제외했다.

[Fig. 8] Model of Game Design Components by 
Genres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레이어의 행동을 기준

으로 한 액션, 어드벤처, 롤플레잉, 시뮬레이션, 테

이블, 퍼즐의 6가지를 대분류 게임 장르로 채택했

다. 이 6가지 대분류 장르는 다른 대분류 장르로

만들 수 없기에 상호독립적이라 볼 수 있다. 복합

장르의 경우 뒤의 장르가 핵심 장르가 포함된다.

액션 어드벤처는 어드벤처에 해당되며, 액션 RPG

와 시뮬레이션 RPG는 RPG에 해당된다.

3) 연구 모형 및 AHP 문항 설계

대분류 장르별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 우선순위

를 도출하기 위해 [Fig. 9]와 같이 연구 모형을 설

계했다. 6개의 대분류 장르별로 각각 6가지의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의 우선순위를 구하기 위해 정략적

으로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는 AHP(계층화 분석

법)을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했다.

[Fig. 9] Model of Game Design Components by 
Genres

AHP는 비교대상이 개일 때   만큼

상대비교가 이뤄져야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6개의

장르별 (6×5)/2 = 15문항으로 총 90개로 AHP 인

터뷰 본 문항을 구성했다. 쌍대비교는 AHP의 통

계 방식에 맞춰 1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2. 일반 항목 분석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5일간 게

임의 소비자가 아닌 제작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경

험이 풍부한 게임 산업 종사자(게임 개발사, 게임

관련 기업 등)를 대상으로 하여, AHP 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사전에 충분히 AHP의 일관성에 대한

설명을 수행했으며, 각 장르별 비교하면서 본 문항

90개를 작성하는 복잡도가 높은 인터뷰였기에 평

균 인터뷰 시간은 120~180분이 소요됐다.

평균 경력 14.3년을 가진 총 13명의 게임 산업

종사자의 응답을 정리하여 AHP 통계 방식에 맞춰

서 [Table 3]과 같이 일반 항목 통계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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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산업 종사 경력은 10년 이상 15년 이하가 7

명으로 53.8%에 해당할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20년 이상이 4명으로 30.8%를 차지했다.

[Table 3] Interviewee Information  
Classification Count(%)

Age

30s 4(30.8%)

40s 8(61.5%)

50s 1(7.7%)

Total 13(100%)

Gender

Male 11(84.6%)

Female 2(15.4%)

Total 13(100%)

Career

5 years or less 0(0%)

5 or more ~ 10 or less 1(7.7%)

10 or more ~ 15 or less 7(53.8%)

15 or more ~ 20 or less 1(7.7%)

20 years or more 4(30.8%)

Total 13(100%)

3.3. 연구 모형의 일관성 검증

6가지 대분류 장르별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에

대한 AHP 인터뷰 응답의 일관성을 각각 확인한

결과, [Table 4]와 같이 6가지 장르 모두에서

0.01~0.02의 값이 도출됐다.

[Table 4] C.R.(Consistency Ratio) of Model
Game Genres C.R.
Action 0.01
Adventure 0.02
RPG 0.01

Simulation 0.01
Table 0.02
Puzzle 0.01

AHP에서는 응답의 Consistency Ratio(C.R.) 값

이 0.1(10%)이하일 경우 일관성이 있는 응답이라

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AHP

인터뷰에 대한 응답은 6가지 대분류 장르 모두에

서 일관성이 검증됐다.

3.4.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의 우선순위

1) 액션 게임에서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의 우선

순위는 [Table 5]와 같이 피드백 시스템, 메커닉스,

다이내믹스, 기술, 미적 정서, 스토리 순으로 나타

났다. 액션 게임에서는 피드백 시스템과 메커닉스

를 중시해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Table 5] Priority on Action Game
Components Importance Priority

A: Aesthetics 0.08 5

D: Dynamics 0.21 3

S: Story 0.05 6

M: Mechanics 0.25 2

T: Technology 0.14 4

F: Feedback System 0.26 1

2) 어드벤처 게임에서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의

우선순위는 [Table 6]과 같이 스토리, 미적 정서,

피드백 시스템, 메커닉스, 다이내믹스, 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어드벤처 게임에서는 스토리를 중시해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Table 6] Priority on Adventure Game
Components Importance Priority

A: Aesthetics 0.17 2

D: Dynamics 0.10 5

S: Story 0.37 1

M: Mechanics 0.12 4

T: Technology 0.09 6

F: Feedback System 0.15 3

3) 롤플레잉 게임에서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의

우선순위는 [Table 7]과 같이 메커닉스, 스토리,

피드백 시스템, 기술, 미적 정서, 다이내믹스 순으

로 나타났다. 롤플레잉 게임에서는 메커닉스와 스

토리를 중시해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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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riority on Role Playing Game
Components Importance Priority

A: Aesthetics 0.11 5

D: Dynamics 0.10 6

S: Story 0.20 2

M: Mechanics 0.29 1

T: Technology 0.14 4

F: Feedback System 0.17 3

4)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

의 우선순위는 [Table 8]과 같이 메커닉스, 피드백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술, 스토리, 미적 정서 순으

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메커닉스와

피드백 시스템을 중시해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Table 8] Priority on Simulation Game
Components Importance Priority

A: Aesthetics 0.05 6

D: Dynamics 0.18 3

S: Story 0.06 5

M: Mechanics 0.30 1

T: Technology 0.16 4

F: Feedback System 0.24 2

5) 테이블 게임에서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의 우

선순위는 [Table 9]와 같이 스토리, 미적 정서, 피

드백 시스템, 메커닉스, 다이내믹스, 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테이블 게임에서는 피드백 시스템과 메

커닉스를 중시해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Table 9] Priority on Table Game
Components Importance Priority

A: Aesthetics 0.14 4

D: Dynamics 0.16 3

S: Story 0.06 6

M: Mechanics 0.27 2

T: Technology 0.08 5

F: Feedback System 0.29 1

6) 퍼즐 게임에서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의 우선

순위는 [Table 10]과 같이 메커닉스, 피드백 시스

템, 미적 정서, 다이내믹스, 기술, 스토리 순으로

나타났다. 퍼즐 게임에서는 메커닉스와 피드백 시

스템을 중시해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Table 10] Priority on Puzzle Game
Components Importance Priority

A: Aesthetics 0.13 3

D: Dynamics 0.11 4

S: Story 0.06 6

M: Mechanics 0.31 1

T: Technology 0.10 5

F: Feedback System 0.29 2

3.5. 장르별 우선순위 비교 분석

6가지 대분류 게임 장르별로 게임 디자인 구성

요소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Table 11]과 같다.

각 장르별 1~2순위를 볼드체로 표시했다.

스토리는 어드벤처에서 첫 번째, 롤플레잉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왔으며, 메커닉스는 롤플레잉,

시뮬레이션, 퍼즐에서 첫 번째, 액션, 테이블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왔으며, 피드백 시스템은 액션,

테이블에서 첫 번째, 시뮬레이션, 퍼즐에서 두 번

째로 높게 나왔다. 다이내믹스는 평균적으로 중간

순위를 점유했으며, 기술은 평균적으로 하위 순위

를 점유했다.

[Table 11] Comparison of Priority of Game Design 
Components by Genres

ACT ADV RPG SIM TAB PUZ

A 5 2 5 6 4 3

D 3 5 6 3 3 4

S 6 1 2 5 6 6

M 2 4 1 1 2 1

T 4 6 4 4 5 5

F 1 3 3 2 1 2



72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2021 Oct; 21(5): 63-74

―장르별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의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

6가지 대분류 게임 장르에서 우선순위를 비교한

표와 더불어 구체적인 Importance에 대한 수치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Fig. 10]과

같이 정리했다.

우선순위에서는 순위의 차이가 존재하나 그래프

패턴으로 보면 액션과 시뮬레이션이 유사한 모양을

보였으며, 테이블과 퍼즐이 유사한 모양을 보였다.

어드벤처와 롤플레잉은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Fig. 10] Comparison of Importance of Game 
Design Components by Genres

4. 결 론

본 연구는 게임 디자인 관점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미적 정서, 다이내믹스, 스토리,

메커닉스, 기술, 피드백 시스템 6가지의 게임 디자

인 구성요소를 추출했으며, 게임 장르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액션, 어드벤처, 롤플레잉, 시뮬레이션,

테이블, 퍼즐 6가지의 대분류 장르를 도출하여 연

구 모형을 설계 후, 6가지의 대분류 게임 장르별

각각 6가지의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에 대한 우선

순위를 계층화 분석법을 통해 도출하여 비교분석했

다.

액션 게임에서는 피드백 시스템과 메커닉스, 어

드벤처 게임에서는 스토리, 롤플레잉 게임에서는

메커닉스와 스토리,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메커닉

스와 피드백 시스템, 테이블 게임에서는 피드백 시

스템과 메커닉스, 퍼즐 게임에서는 메커닉스와 피

드백 시스템이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각 게임 장르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

서 도출된 장르별 우선순위를 참고한다면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게임 디자인이 가능하며, 게임 장르와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의 토

대를 마련하는데 공헌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계층화 분석법의 인터뷰 항목에 대한

현실적인 항목수를 유지하기 위해 게임 디자인 구

성요소와 게임 장르를 대분류에 해당하는 상위 층

위의 항목으로 제한하여 이뤄졌다는 한계가 있다.

메커닉스, 피드백 시스템과 같은 게임 디자인 구성

요소에도 하위 층위가 존재하며, 액션과 롤플레잉

과 같은 게임 장르에도 하위 장르가 존재하기에

실제 실무에서 넓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

한 세분화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게임 디자인 구성요소와 게임 장르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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