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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시드 모바일 게임에 한 연구

A Study of Improved SEED Mobile Game 

김 송 민* 이 말 례**

Song-Min Kim Malrey Lee

요    약 

시드게임은 4개의 작업, 능력분배, 방 한 시나리오, 소켓, 조합시스템, 아이템의 이어도 부여  강화를 제공한다. 본 논
문에서는 개선된 시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기 하여, 기존의 시드게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이어의 진행방향에 따른 높
은 자유도와 최 화된 베을 디자인 하 다. 한 다양하고 매력 인 이벤트와 퀘스트를 이용한 짜임새 등을 제공한다.

Abstract

SEED game provides distribution of ability, bulky scenario, association system and a item layered. To improve SEED mobile 

game, we was designed the high degree of freedom as according to player's processing direction and optimization lavel. And 

also we assigned various event and quest for users.

☞ Keywords : SEED game, game engine, Item layered

Ⅰ. 서 론

국내 모바일 게임 산업은 몇 년 만 하더라도 

4  랫폼 치에 있었으나 이제는 PC게임과 비

디오 게임 시장을 제치고 온라임 게임과 함께 2  

랫폼으로 인정받고 있다. 1,2]

2001년 본격 으로 태동된 모바일 게임 시장은 

폭발 인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한 몸

에 받았다. 2002년에는 년 비 180% 성장하며 

천억원 를 돌 했고 2003년에는 1500억 를 기록

했다. 그러나 2004년을 기 으로 모바일게임 시장

은 서서히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2004년 2천억

원 로 추정되는 시장 규모는 2005년 부터는 정체

되어 있다. 3,4]

그러나 고성능 휴  단말기의 보 과 유무선 연

동, 망  망에 따른 웹투폰 서비스 등 기존 무선 

* 정 회 원 : 북 학교 공과 학 응용시스템공학부 

자통신 공부교수 kimsm@chonhuk.ac.kr

** 정 회 원 : 북 학교 공업기술연구소 컴퓨터공학부

부교수 mrlee@chonhuk.ac.kr(교신 자)

[2008/10/01 투고 -2008/10/10 심사 - 2008/11/20 심사완료]

다운로드 시장을 벗어난 다양한 매루트가 생겨 

모바일 게임시장은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

아졌다. 5～7]

재 우리나라의 모바일 게임 시장은 자본력과 

마  능력을 갖춘 형 모바일 게임회사들과 특

화된 게임 장르를 개발하는 문 개발사로 나 어

져 있다. 게임 시장에서 성장하고 생존하기 해

서는 기존 게임과 차별화 되지 않은 평범한 게임

들로는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Action RPG게임 시드

(SEED)는 정형 인 기존 RPG 시리즈에 벗어난 차

별화된 게임이다. 시드 게임의 경우 4가지 직업, 

능력치 분배, 방 한 시나리오, 아이템의 이어도 

부여  강화, 소켓, 조합 시스템 등의 다양한 재

미요소를 제공한다. 시드 게임의 차별성과 경쟁력

을 악하기 해 동일 장르의 유사 게임과 비교 

분석하여 차별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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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사게임과 비교 분석

1. 게임의 특징 분석

엑시온의 경우에는 캐릭터와 몬스터의 크기가 

크고 섬세하며, 최  1 당 20 임을 사용해 높

은 배틀씬의 그래픽 효과와 자연스러운 캐릭터의 

움직임을 연출한다.

시드는 용량, 고품질의 작게임이다. 이

어의 진행 방향에 따른 높은 자유도와 최 화된 

벨 디자인, 다양하고 매력 인 이벤트와 퀘스트

를 이용한 짜임새 있는 게임으로 구성 되어 있으

며 화려하고 역동 인 Action RPG방식의 액션

인 투를 제공한다.

1) 이타임 비교

엑시온의 경우 고용량인 이미지로 인해 이 

타임이 짧으나 시드는 다양한 코스튬과 화려한 이

벤트, RPG다운 긴 이 타임을 갖는다.

a) 엑시온 게임

b) 시드게임

(그림 1) 이 타임비교

Fig 1. Play time, comparison

2) 아이템의 이어도 비교

엑시온의 동물농장은 펫을 구입하여 먹이를 주

고 기르면 알을 얻을 수 있으며 알을 사용하면 아

이템이 지 된다. 한 게임  특정한 임무를 수

행해야 하는 퀘스트가 많아 언제든지 도 할 수 

있다. 

시드의 경우에는 업그 이드가 5단계로 구분되

며 아이템의 명칭을 표기하는 색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무기  방어구 아이템을 제련함으로써 해당 

장비 고유의 성능(공격력  방어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a)엑시온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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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특    징

게임화

면크기

휴 폰 액정 사이즈로 제한됨(176*220, 

240*320, 320*240)

게임 

용량

휴 폰 힙메모리제한이 있지만 RPG

특성상 용량이 큼(1.7MB).

로딩 

시간
맵 환시 로딩시간이 매우 짧음

b)시드게임

(그림 2) 아이템 이어도 비교

Fig 2. Item layer comparison

2. 그래픽처리 방식 비교

엑시온의 경우 시드에 비해 상 으로 큰 캐릭

터를 사용하여 개발 랫폼의 차이에 따른 그래픽 

구 속도 차이가 크다. 이에 비해 시드는 65536컬

러를 사용한 도트로 은 png 일로 구 하여 속

도가 빠르다.

3. 키조작 방법 비교

그림 3은 두 게임의 키 조작 방법을 보여 다. 

시드게임의 경우 모바일게임 특성상 제한된 키 사

용으로 인해 유 가 느끼기에 색다른 키 조작 방

법보다는 보편화된 키 버튼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쉽게 게임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 다.

a) 엑시온 조작법

b) 시드 조작법

(그림 3) 키 조작법

Fig 3. key handling method

Ⅲ. 제안 게임의 시스템구조  개발 환경

1. 시스템구조

서버는 게임 상에서 캐쉬템  랭킹 등록하는 

데 사용되어진다. 그림 4는 모바일에서 랭킹 등록 

 랭킹보기를 하기 해 서버와 연결 화면이다.

표 1은 시드게임의 게임화면 크기, 게임용량, 로

딩시간을 나타낸다.

(그림 4) 서버연결화면

Fig.4 Server connection screen

(표 1) 시스템 구조

Table 1. System architecture

2. 개발환경 

본 게임의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다. 서버는 

Microsoft Window 2003 2 CPU 2.0[GHz], 20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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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 환경에서 구 되었다. 서버의 개발언어는 

C++ 이며, 데이터

베이스는 My-SQL5.0버 을 사용하 다. 클라이

언트는 듀얼코어 3.0[GHz]이며 개발언어는 WIPI 

JAVA 1.3버 이고, 무선인터넷 랫폼인 WIPI 1.0 

이상 버 에서 실행되도록 구 하 다. 그래픽 작

업은 Adobe Photos hop CS 10 버 을 사용하 다. 

클라이언트 로그램의 테스트 휴 폰 기종은 

EV-W350이다.

Ⅳ. 게임 시나리오

1. 게임의 개요

넓은 륙을 꿈꾸던 소년(주인공)이 모험을 떠

나게 되면서 우연히 한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복

잡하게 얽힌 사건을 해결해 나가며 륙 최고의 

모험가로 성장해 나가는 내용의 게임이다. 그림 5

에 게임 로우차트를 나타내었다. 시드게임은 4

가지 직업, 능력치 분배, 방 한 시나리오, 아이템

의 어도 부여  강화, 소켓, 조합 시스템 등의 

다양한 재미 요소를 삽입 하 다.

콤보 공격  다양한 액티  스킬과 패시  스

킬을 구 하여 국내 시장의 요구에 부합 되도록 

액션성을 높 다.

메인 퀘스트(필수 진행)와 서  퀘스트(선택 진

행)로 구분되는 다양한 퀘스트 이벤트로 흥미도를 

높 다.

간단한 조작과 친숙한 인터페이스로 게임의 

근성을 높 다.

랭킹, 스코어를 도입하여 유 간 경쟁심 유발 

 몰입도를 높 다.

 2. 게임방법

1) 게임 맵

그림 6은 시드게임이 진행되는 게임 맵을 나타낸

다. (a) 월드 맵은 칼리쿠  륙 과 서쪽에 자리 잡

은 유유자 한 섬 마을 아르센의 치를 나타낸다.

(b) 미니 맵은 상세한 달성률 그래 를 보여주

며 달성률 그래 는 시나리오 진행도  숨겨진 

퀘스트 진행도, 숙련도 등 종합 인 면을 고려하

여 백분율로 표시한다.

던  지역은 난이도를 고려하여 미니맵을 표시

하지 않았다.

(a) 월드 맵

          

(b) 미니 맵

(그림 6) 게임 맵 

Fig.6 Game map

2) 게임인터페이스

그림 7은 게임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그림 에

서 몬스터 정보는 몬스터 벨  이름, 몬스터 

HP 게이지를 나타내고 맵 속성 정보는 수, 풍, 지, 

화 4  속성을 표시한다.

그리고 캐릭터 정보는 잔여 HP 20%이하일 경우 

현재 위치한 지역명 입구 / 출구

캐릭터의 위치 진행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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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게임 로우차트

Fig.5 Game flow chart

게이지의 멸, 캐릭터 MP 게이지, 캐릭터 EXP 게

이지 등을 나타내고 퀵 슬롯 정보에는 7번 키를 

이용하여 아이템 체인지  *키를 이용하여 아이템

을 사용하는 아이템 퀵 슬롯과 9번 키를 이용하여 

스킬 체인지   #키를 이용하여 스킬 사용하는 스

킬 퀵 슬롯을 나타낸다.

(그림 7) 인터페이스

Fig. 7 Interface

3) 캐릭터육성

그림 8은 캐릭터의 벨 상승 시 보 스 능력치 

포인트 획득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이 경우 3포인

트가 주어지며 이 포인트를 다섯 가지 능력치에 

투자함으로써 자신만의 특색 있는 캐릭터로 육성

할 수 있다.

(그림 8) 포인트 획득

Fig.8 Point acquisition

- STR : 근거리 공격력, 방어력 증가(소)

- DEX : 원거리 물리 공격력, 공격 성공률, 회피율, 크리티컬 

발동 확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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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아이템

티라타늄

카르타니아 원석

탕코

리보차 석

돌리아

콜로반

갈리타블

차콜

리타

티탄

혼석 세부 분류 없음

연 술 가루

연 술 가루(STR) 

NOMAL  ~ 상  어

연 술 가루(DEX) 

NOMAL  ~ 상  어

연 술 가루(VIT) 

NOMAL  ~ 상  어

연 술 가루(INT) 

NOMAL  ~ 상  어

연 술 가루(WIS) 

NOMAL  ~ 상  어

결정

힘의 결정

NOMAL  ~ 상  어

민첩의 결정 

NOMAL  ~ 상  어

체력의 결정

NOMAL  ~ 상  어

마력의 결정

NOMAL  ~ 상  어

지혜의 결정 

NOMAL  ~ 상  어

- VIT : 최  HP량, HP 회복량, 방어력( ) 증가

- WIS : 최  MP량, MP 회복량 증가

- INT : 스킬 공격력, 기본 마법 공격력 증가

4) 시간시스템

실 시간과 연동하여 게임상에 밤( 실 시간 

오후 10시∼오  5시까지)과 낮( 실 시간 오  5

시∼오후 10시까지)의 변화가 용 된다. 

게임 상에 밤이 용될 경우 시야가 좁아지고 

몬스터 능력치가 상향되는 패 티가 주어지는 

신 낮 시간 비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 

한 밤에만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퀘스트도 

비되어 있다.

(a) 낮                   (b) 밤

(그림 9) 시간시스템

Fig.9 Time system

5) 조합

조합을 통해 특수 능력이 담긴 다섯 종류의 결

정을 만들 수 있다.

완성된 결정은 무기  방어구에 장착하여 추가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1차조합

 광물 종류의 모든 아이템

  + 

 영혼석  =

  2차조합

 현자의 돌     

  +

 연금술 가루 = 장비소켓에

               장착되는 결정

(표 2) 조합

Table 2. Association

6) 이어 아이템

장비 아이템의 어도는 업그 이드와 별도로 5

단계로 구분되며 아이템의 명칭을 표기하는 색으

로 확인할 수 있다.(액세서리 제외) 

장비에 부여되는 추가 옵션의 종류  증가량은 

랜덤으로 용되며 상 에서는 1단계 장비만 구입 

가능하다. 그림  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장비 

아이템을 나타낸다.

- 1단계(검정) : 무기 는 방어구 고유의 공격

력, 방어력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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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랑) : 무기 는 방어구 고유의 공격

력, 방어력 외에 1 종류의 추가 

옵션 부여

- 3단계(빨강) : 무기 는 방어구 고유의 공격

력, 방어력 외에 2종류의 추가 

옵션 부여

- 4단계(노랑) : 무기 는 방어구 고유의 공격

력, 방어력 외에 3종류의 추가 

옵션 부여

- 세트(녹색) : 추가 옵션은 없으나 모든 방어구

를 같은 종류의 세트 아이템으로 

착용할 경우 각 세트 아이템 고

유의 특수 효과 용

 

Ⅴ. 결 론

모바일 게임 시드는 용량, 고품질의 작게임

이다. 이어의 진행 방향에 따른 높은 자유도

와 최 화된 벨 디자인, 다양하고 매력 인 이

벤트와 퀘스트를 이용한 짜임새 있는 게임으로 구

성 되어 있으며 화려하고 역동 인 Action RPG방

식의 액션 인 투게임을 구 하 다.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비  퀘스트&이벤트와 아

이템 시스템 그리고 게임 컨셉에 걸맞는 개성 있

고 분 기 있는 그래픽, 게임의 분 기를 살려주

는 웅장한 사운드로 여타 게임과 비교를 불허한다. 

한 다른 게임과 비교했을 때 몰입감 있는 시

나리오, 한 스 일, 50시간이 넘는 이타

임, 무기에 따른 직업의 변화, 각 직업에 맞는 개

성 있는 코스튬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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