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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I analyze the success factors of the mobile game "Marble for Kakao", and propose the factors that 

should be emphasized when converting the board game to digital. <Marble of all for Kakao> has converted to digital 

game using board game <Burumabul> widely known in Korea. At this time, it differs from the existing <Burumabul>, 

reducing the time required to play the game once, allowing the user to concentrate for a short period of time by giving 

a visual expression, and to repeatedly play the game several times. It also allows users to experience a variety of maps 

and character enhancement systems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be interested. Thus, Marble for Kakao has optimized 

the digital environment, not digitally portraying existing board games.

키워드: 보드게임(board game), 모바일 게임(moblie game)

I. 연구 배경

보드게임이란 판 위에 말, 주사위, 카드 등 여러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하는 게임이다. 보드게임이 4,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보드게임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이다. 보드게임은 주어진 상황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목표

를 달성하는 과정과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협력하는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게임에 깊게 몰입할 수 있는 고유한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드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서로 시간을 조율하여 특정한 

장소에서 모여야 한다. 시공간의 제약은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에서는 

힘든 일이며, 또한 이는 보드게임이 대중들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드게임을 디지털 게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보드게임을 디지털 게임으로 전환하면 시공간의 제약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드게임은 안정된 룰을 보유하고 있고, 

경쟁, 목표와 같은 탄탄한 게임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픽과 

컴포넌트의 질이 우수해 디지털 게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지가 

많다.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환경에서의 의사소통 

과정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플레이어에게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저들이 디지털로 전환된 보드게임인 <모두의 

마블 for Kakao>(이하 <모두의 마블>)를 즐기면서 느낀 재미와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모두의 마블>의 성공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보드게임을 디지털 환경으로 옮길 때 중점을 

두어야 할 사안에 대해 제안한다.

II. 선행연구

보드게임을 디지털 게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PC 통신이 발달하

면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 PC 통신이 발달하면서 각 통신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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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사 PC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해 바둑이나 장기 같은 고전 

보드게임을 디지털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는 설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 PC의 특성 상 공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반면, 2000년대 이후 개발되고 있는 휴대전화 용 게임은 PC보다 

제약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며, 어딘가에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간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무선 인터넷 접속이 쉬워지면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게임이 이전에 비해 대중성을 띄게 되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 해외를 중심으로 모바일을 플랫폼으로 하는 디지털 

보드게임이 여럿 개발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그다지 활발하지

는 않다. 국내에는 약 500개의 보드게임이 유통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디지털 게임으로 전환되는 보드게임의 종류는 적다. 

과거 피처폰 게임 시장에서는 현재에 비해 보드게임을 디지털 

게임으로 전환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휴대전화의 성능이 차츰 

발전하면서, 또 2000년대에 들어서 전 연령대에 걸쳐 폭넓게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게임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피처폰 게임 시장은 발전했

다. 수많은 개발사들이 참여하는 피처폰 게임 시장에서 게임 개발사들

은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도입한 게임을 개발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했

고, 보드게임을 소재로 이용하기도 했다. 2003년에 출시된 웹이엔지코

리아의 <모바일 부루마불>이나 2004년 모바일원커뮤니케이션이 서

비스한 <모노폴리 타이쿤>, 동년도에 발매된 피엔제이의 <할리갈리> 

등이 해당된다.

국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최고 매출 50위 안에 든 대부분의 게임은 

모바일 RPG 장르이며, 그만큼 국내 스마트폰 게임 시장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보드게임을 디지털로 전환한 게임이 

인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넷마블에서 개발한 <모두의 마블>은 

모바일 RPG 장르가 아님에도 최고 매출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보드게임이 가진 저력을 보여준다.

III. 연구 방법

<모두의 마블>은 국내에서 보드게임을 디지털 게임으로 전환한 

것 중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이다. <모두의 마블> 2012년 

PC로 출시된 동명의 게임을 모바일로 이식한 게임이다. 2013년 

6월에 출시한 이후 출시 6일 만에 동시접속자 40만명을 돌파하고, 

이후 출시 약 한 달여 만에 천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최고 매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 2015년에는 

글로벌 매출 4천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모두의 마블>이 성공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다. 게임이 출시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기가 있는 이유는 

게임을 직접 하고 있는 유저의 입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콘텐츠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보드게임 

<부루마불>과 <모두의 마블>을 해본 10명을 선정하여 30분간 인터뷰

했다.

이름 성별

한** M

김* F

김** F

신** F

조** M

박** F

양** F

유** M

노** M

오** F

Table 1. 인터뷰 리스트

인터뷰 대상자에게는 공통적으로 <부루마불>과 <모두의 마블>을 

할 때 각각 느꼈던 재미와, <모두의 마블>이 <부루마불>에 비해 

더 좋았던 점에 대해 질문했다. 그 외에 디지털로 옮겨진 보드게임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대화도 함께 진행했다.

IV. 연구 결과

1. 비교 및 차이 분석

인터뷰 대상자들은 <부루마불>을 하면서 플레이어 간에 벌어지는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가장 큰 재미요소라고 말했다. 서로의 표정과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응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날로그 보드게임의 장점이다. 이에 비해 디지털 

게임인 <모두의 마블>에서는 유저 간 의사소통은 부족하다. 현재의 

기분을 나타낼 수 있는 간단한 문구나 이모티콘만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이것은 모바일 환경 상 채팅 시스템을 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채팅을 하기 위해서 채팅창을 열면 게임이 진행 

중인 화면을 가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의 마블>은 디지털 게임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저가 

의사소통 없이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1. 소요 시간 단축

<부루마불>은 한 명의 승리자가 나올 때까지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 게임 당 소요 시간이 약 30분~1시간 정도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플레이어 간에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바일 게임의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유저에게 피로감을 준다. <모두의 마블>은 

한 게임이 5~10분이면 끝날 수 있도록 해서, 유저가 짧은 시간동안 

집중할 수 있게 했다. <부루마불>에서는 일일이 플레이어가 건물을 

사고팔기 위한 계산을 해야 했지만 디지털 환경인 <모두의 마블>에서

는 복잡한 계산을 시스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데에 걸렸던 

시간을 단축했다. 게임이 무한히 진행되지 않도록 턴 수에 제한을 

두고 승패가 갈리지 않은 경우 턴이 모두 소모된 시점에서 자산으로 

승패를 가를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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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각적 연출 이용

<모두의 마블>은 유저가 게임을 하면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애니메이션이나 이펙트와 같은 시각적 연출을 이용했다. 자신의 차례

가 돌아오기 전까지 타인의 액션에 의한 연출을 보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1.3. 경험의 폭 증대

마지막으로, 유저가 할 수 있는 경험의 폭을 늘렸다. 다양한 맵이 

있어서 유저가 취향에 맞춰 맵을 선택할 수 있다. 보드의 말이 될 

캐릭터의 능력치를 향상시키고 좀 더 유리한 게임이 될 수 있도록 

주사위의 효과를 추가하면서 온전히 운에만 결정되던 <부루마불>과

는 달리 유저가 스스로 게임 진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모두의 마블>은 단순한 보드게임의 디지털 이식이 

아닌,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되었다는 의견이었다.

2. 디지털 보드게임의 중요 요소

인터뷰 대상자들은 보드게임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유저들이 

속도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과 게임에서 시각적 연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날로그 보드게임에서는 게임 진행이 

더뎌도 그 사이를 플레이어 간 상호작용으로 대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게임의 경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결국 플레이어

는 혼자 화면을 바라보며 게임을 하게 된다. 오랜 시간 동안 화면만 

보면서 게임을 하는 것은 유저에게 있어서 피곤함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게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지루함을 

덜기 위한 시각적 연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오래 걸리는 게임을 

한 번 하는 것 보다 짧은 게임을 여러 번 하는 것이 유저로써는 

피로감이 덜하다는 결론이었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보드게임을 디지털로 전환할 때 주의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 <모두의 마블>을 통해 살펴보았다. 보드게임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며 디지털 게임에 활용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다지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모두의 마블>의 경우를 

볼 때 국내에서도 보드게임을 디지털로 전환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모두의 마블>을 유저들이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보드게임의 

의사소통을 대체하기 위해 디지털 게임의 특성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모두의 마블>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유저 간에 의사소

통을 할 수 있는 요소는 거의 배제되어 있다. 대신 디지털 게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요소를 넣어 <부루마불>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닌 

새로운 디지털 게임을 만들어냈다. 한 게임 당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유저들이 순간적으로 집중하게 했고,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각적 

연출을 이용했으며, 유저가 할 수 있는 경험의 폭을 늘렸다. 이는 

<모두의 마블>을 즐기는 유저가 지속적으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써, 지금까지 <모두의 마블>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보드게임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 그러나 보드게임의 가치는 

아날로그 환경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바뀐 플랫폼에서도 

유저가 동일한 재미를 느낄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본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일지도 모른다. 직접 컴포넌트를 만지던 것을 터치스

크린이나 마우스, 키보드 등의 입력 장치로 대체했기 때문에 유저는 

이미 촉각에서부터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드게임

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저가 이것이 디지털 게임이라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의 게임은 디지털 환경만의 게임 

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논문은 <모두의 마블>이라는 국내 게임 한 가지로 

연구를 진행했다. <모두의 마블> 이외에 보드게임을 디지털로 전환한 

국내의 게임, 또는 해외에서 개발한 디지털 보드게임의 성공 요인을 

연구한다면 또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 

개발한 게임의 경우, 국내보다 원작에 가깝게 디지털로 전환을 하고 

있다. 이것은 보드게임 시장의 크기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사례와 국내의 다른 디지털 보드게임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에서도 디지털 보드게임 개발의 동기가 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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