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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어드벤처 게임의 몰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퍼즐요소를 추가해 개발한 게임 ‘Labyrinth’에 대해 다루고 있다. 
‘Labyrinth’는 지하유적을 탐험하며 함정을 피하고 퍼즐을 풀어 최종적으로 보물을 획득하는 게임이다. 본 논문에서는 액션 어

드벤처 게임에 퍼즐요소를 추가하여 게임에 대한 사용자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몰입도를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키워드: 어드벤처(adventure), 퍼즐(puzzle), 게임(game)

I. 서 론

액션 어드벤처 게임(Action-Adventure Game)은 액션게임과 

어드벤처 게임의 장르를 융합시킨 게임이다[1]. 액션게임은 일정

한 스토리 라인에 따라 실시간으로 캐릭터의 행동을 직접 조작하

는 게임이며[2], 어드벤처 게임은 커맨드의 선택이나 입력에 의해 

진행하는 형식의 게임이다[3].
어드벤처 게임의 재미는 모험을 통한 탐색에서 결정된다. 이 때 

플레이어의 몰입 정도는 게임의 메인 컨텐츠가 되는 ‘탐색’을 얼

마나 다채롭고 흥미롭게 구성했는가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탐색’
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플레이를 유도한다. 젤다의 전설[4], 
툼 레이더[5], 언차티드[6] 같은 기존의 어드벤처 게임들은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존재하고, 탐색으로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해 내고 다시 진행하는 반복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시나리오가 돋보이든 그래픽 퀄리티가 뛰어나든 형

식적이기만 한 게임은 플레이어의 몰입도를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을 통한 보상획득의 단순한 게임 진행에서 

탈피하여, 게임의 몰입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사고를 요구하는 

퍼즐을 활용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을 개발하였다.   

II. 본 론

본 논문에서는 게임의 몰입도 향상을 위해 퍼즐요소가 포함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을 개발하였다. 게임의 제목은 ‘Labyrinth’이
며, Unity3D엔진을 사용한 PC 기반의 3D게임이다. 

1. 게임컨셉

플레이어는 이집트 컨셉의 사막 지하유적에 설치된 함정을 피

하고 퍼즐을 풀어나가면서 유적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보물의 방

으로 향하는 ‘인디아나’의 여정을 플레이한다. [그림 1]은 게임 캐

릭터 ‘인디아나’의 컨셉 원화이며, [그림 2]는 게임의 배경이 되는 

배경 컨셉 원화이다.

본 논문은 2014년 캡스톤디자인 수행 연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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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게임 캐릭터 컨셉 원화

Fig 1. Game Character Concept

 그림 2. 게임 배경 컨셉 원화

Fig 2. Game Background Concept

2. 게임 플레이 방법

본 게임은 미궁을 탐험해 올바른 길을 찾아 퍼즐을 해결하고 보

물을 찾아내는 게임이다. 미궁이라는 이름답게 지도 없이 유적 내

부를 탐색하며 동전 아이템과 사과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다. 사과 

아이템은 캐릭터의 체력을 회복하는 아이템으로 최대 체력은 6이

며 함정에 의한 피격 시 1씩 감소, 체력이 0이 되면 캐릭터는 사망

상태가 되어 게임이 종료된다. 함정 또한 다양한 종류가 준비되어 

있어 캐릭터를 공격해 체력을 소모시키는 함정과 아니라 높은 곳

에서 추락하거나 유사(流砂)에 빠지게 되는 함정이 존재하는데 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 캐릭터는 특정 지역에서 부활하게 된다. 사용

자는 이런 방해물들을 이동과 점프, 슬라이딩으로 피할 수 있고 어

떠한 함정에 빠지던 캐릭터의 체력은 0이 되기 전까지는 무한 반

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올바른 길에 위치한 퍼즐관

문을 통과하며 목적지로 이동한다.
게임을 시작하면 사용자는 랭킹에 등록할 이름을 설정하고 튜

토리얼의 진행을 선택하게 되는데 튜토리얼은 사용자에게 기본적

인 조작방법과 게임 진행 방식을 익히기 위한 구간으로 랭킹타임

에는 카운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카메라가 고정되어 한 면의 벽만 보이는 Side View

의 횡 스크롤 게임과 다르게 본 게임은 3D 어드벤처게임에서 가

장 자주 사용되는 X, Y, Z축을 사용한 3인칭 시점의 Back View

모드를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 있어 Z축에서 유저가 뒤를 돌아본 

상태에서 진행할 시 카메라가 180도 회전하게 되며, Side View 
모드에서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반대쪽 벽면을 비추게 되는데 

이때 조명의 느낌을 다르게 연출해 줌으로서 사용자는 지나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목을 찾은 듯 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
는 일반적으로 한 가지 시점만을 보여주는 기존 어드벤처 게임과

는 다른 본 게임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3D 게임의 특성을 활용하

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림 3]은 슬라이드 뷰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4]는 백 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Slide View 플레이 화면

Fig 3. Slide View Play Scene

그림 4. 백 뷰 플레이 화면

Fig 4. Back View Play Scene

3. 퍼즐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게임의 몰입도 향상을 위해 퍼즐시스템을 도입

하였다. 게임 진행 중 사용자가 올바른 길을 찾아가면 퍼즐을 풀수 

있도록 하였다. 본 게임에서 퍼즐요소는 장애물을 회피하며 맵을 

탐색해 길을 찾는 반복적인 플레이에서 올 수 있는 사용자의 피로

감을 적절한 시기에 환기시키는 동시에 퍼즐에 대한 도전욕구와 

탐구심을 일으켜 사용자가 본 게임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개발한 게임의 퍼즐 시스템에 대한 클

래스 다이어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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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퍼즐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5. Puzzle Class Diagram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퍼즐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퍼즐

은 관찰력과 규칙성만 파악한다면 해결 할 수 있는 퍼즐로 첫 번

째 슬라이드 퍼즐과 두 번째 전개도 퍼즐이 있다.
슬라이드 퍼즐은 그림이 그려진 직사각형의 판을 4x4로 나누어 

그 중 한 개의 조각을 제거하고 나머지 조각을 섞는다. 사용자는 

무작위로 섞인 조각에서 빈 공간을 중심으로 상하좌우에 위치한 

조각만 움직일 수 있다는 법칙 하에서 조각을 움직여 그림을 완성

시켜야 한다. 전개도 퍼즐은 각각 면에 서로 다른 문양이 그려진 

정육면체의 상자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두 개의 그림이 등장한

다. 사용자는 두 그림을 보고 정육면체의 완성된 모습을 도출해 펼

쳐진 정육면체 전개도 위에 올바른 그림의 상자를 옮겨야 하는 퍼

즐이다. 본 게임의 퍼즐은 차분하게 관찰하고 끈기 있게 도전하면 

해결 할 수 있는 직관적인 퍼즐들로 고안하여 이러한 퍼즐에 익숙

하지 않은 사용자도 포기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플레이 할 수 있

게 하였다.

그림 6. 슬라이드 퍼즐 플레이 화면

Fig 6. Slide Puzzle Play Scene

그림 7. 전개도 퍼즐 플레이 화면

Fig 7. Planar Figure Puzzel Play Scene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어드벤처 게임의 탐색과 그에 대한 보상 획

득이라는 반복적인 구조에서 탈피하고 몰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퍼즐요소가 포함된 게임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게임

의 퍼즐요소는 반복적인 탐색과 각종 방해요소에 의한 피로도를 

낮추고 퍼즐에 대한 도전욕구를 일으켜 게임의 몰입도를 높이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직관적이고 시간과 끈기로 해결 할 수 있는 퍼

즐들을 고안하고 게임 내에 적절한 장소에 배치함으로써 퍼즐요소

에 의한 게임의 몰입도 향상의 효과를 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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