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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 개발의 글로벌 리더로서 MMORPG 장르와 캐주얼 아케이드 장르를 중심으로 다양한 

게임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MMORPG와 캐주얼 아케이드 게임의 과도한 경쟁은 장르의 편중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고, 신선하고 새로운 재미를 기대하는 플레이어들의 요구와 결합하여 FPS(First Person Shooting) 장르나 

스포츠 게임 장르 등의 새로운 장르 게임에 대한 연구와 개발로 이어졌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대한민국 

스포츠게임 개발 선구자인 조이시티는 길거리 농구 게임인 ‘프리스타일’을 개발하여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

고, 많은 개발사 및 개발자들에게 큰 영감을 선사하였다. 프리스타일의 후속작인 프리스타일2는 길거리 농구 

게임의 재미를 더욱 현실감 있게 제공하고자 개발된 캐주얼 스포츠 장르 게임으로, 본 논문에서는 프리스타일2의 

게임플레이 개발 사례를 통해 캐주얼 스포츠 장르의 개발 방법에 대한 한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캐주얼 게임(Casual Game), 스포츠 게임(Sports Game), 프리스타일2(FreeSty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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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한국 게임의 역사 중 온라인 게임 다양화기라고 부를 수 있는 

2000년대 초반 국내 온라인 게임의 발단은 MMORPG로 이루어졌지

만 본격적인 성장은 게임포털과 캐주얼 게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쉽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포털과 웹보드 게임과 캐주얼 게임은 

게임에 익숙하지 않았던 고연령층이나 여성층도 게임에 참여시킬 

정도의 인기를 끌며 게임 보급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캐주얼 

게임의 장르 다양화와 게임 보급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스포츠 

장르인 프리스타일은 2004년 12월 16일에 출시하면서 플레이어들에

게 큰 호응을 받았고, 프리스타일은 프리스타일2와 3on3 프리스타일

로 이어지며 길거리 농구의 재미를 캐쥬얼 스포츠 장르로 표현하였다. 

프리스타일은 15년 이상, 프리스타일2는 2011년 11월 출시 후 거의 

10년을 라이브 서비스를 진행하며 조이시티의 대표 타이틀 작으로 

자리매김하였다.[1]

Fig. 1. FreeStyle & FreeStyle2 & 3on3 FreeStyle

캐쥬얼 게임의 특징은 ‘간단한 설치’, ‘쉬운 규칙’, ‘쉬운 플레이’, 

‘짧은 진행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빠른 실행 및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짧은 시간 간단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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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내용

간단한

설치

대부분의 캐주얼 게임들은 웹 사이트를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 설치 과정은 몇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진행이 되며, 저사양의 

시스템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하다.

쉬운

규칙

(룰)

간단한 퍼즐과 퀴즈, 스포츠와 슈팅, 격투와 

같이 일반인도 익숙한 장르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별한 메뉴와 튜토리얼 없이도 

게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쉬운 

플레이

복잡한 콘트롤 인터페이스를 요구하지 

않으며 몇 개의 키 만으로 조작할 수 있다.

짧은

진행

시간

순차적으로 플레이하는 포트리스, 팡야와 

같은 턴앤턴 캐주얼 게임을 제외하고는 

시작부터 판정까지의 시간이 3~5분 이내로 

대부분 플레이 타임이 짧다.

Table 1. Violation application status in FreeStyle2

하지만 스포츠에는 스포츠에는 다소 난해하고 복잡한 룰들이 존재

하기 때문에 캐주얼이라는 단어는 스포츠 장르와 다소 모순되는 

조합으로 느껴질 수 있다. 캐주얼 게임을 만들고자 결정한 순간 게임의 

주제가 되는 현실 스포츠 자체를 즐기지 않는 사람도 재미있게 플레이 

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하지만, 스포츠를 주제로 한 게임은 그 특성상 

현실세계를 모방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실제 스포츠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연계성으로 인해 플레이어가 주제가 되는 스포츠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게임 진행 개념이나 룰에 대한 기반 지식이 

필요해지게 된다. 하지만 게임이 플레이어들에게 이러한 선수 지식이

나 개념을 학습시키려 한다면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되고 어려운 

게임으로 인식되게 되어 캐주얼 게임의 장점을 잃게 된다. 본 논문은 

캐주얼 스포츠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고자 시도하는 다양한 개발사 

및 개발자들에게 주제가 되는 스포츠의 요소를 캐주얼하게 풀어내었던 

프리스타일2의 사례를 통해 스포츠의 복잡함을 캐주얼하게 풀어내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Preliminaries

1. 스포츠 개념의 간소화

1.1 현실 고증

프리스타일2에서는 주제 스포츠인 길거리 농구의 개념 간소화를 

위해 먼저 현실 고증 작업을 거쳤다. 길거리 농구코트와 경기를 중계하

는 MC의 멘트, 관중의 분위기, 그리고 골 세레모니에 이르기까지 

길거리 농구를 표현하는 항목들을 최대한 추가하는 작업을 거쳤다. 

프리스타일2의 메인 맵은 미국 길거리 농구의 메카인 러커파크를 

레퍼런스 삼아 제작되었다.

Fig. 2. Rucker Park & Main Map of FreeStyle2

스포츠를 주제로 한 게임은 다른 장르의 게임과는 다르게 사용자가 

평소에 보아오던 현실의 스포츠를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세계와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장르 중 하나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게임의 세계는 현실세계와 비교하여 정확하게 묘사될 필요가 

있다. 특히 스포츠 게임의 경우 스포츠를 진행하는 현장감이나 분위기

가 매우 중요하기에 플레이어에게 학습의 난이도를 높이지 않는 

콘텐츠의 경우 깊이 있는 현실고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기 시간 종료와 함께 슛이 들어가는 버저비터로 역전승을 만들어내

면 관객들이 코트로 뛰어나와 환호하며 즐기는 연출을 만들어 낼 

수 있었고 플레이어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Fig. 3. Buzzer Beater Winning Shot Scene in FreeStyle2

1.2 룰 간소화

컨셉과 컨텐츠 및 연출의 경우 현실 고증을 거친 반면 게임플레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룰의 경우 확실하게 간소화를 진행하였다. 

먼저 게임플레이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파울 개념과 아웃오브바운

즈(농구 경기에서 공이 사이드라은 또는 엔드라인에 닿거나 코트 

바깥쪽 바닥에 닿은 상태에 발생하는 바이얼레이션), 3초 바이얼레이

션(공격 팀 선수가 상대의 페인트존 안에서 3초를 초과하여 머무를 

경우 발생하는 바이얼레이션)를 삭제했다. 실제 농구는 골대와 가까울

수록 득점을 하기 쉬운 스포츠이기에 3초 바이얼레이션의 필요 여부를 

오랜시간 고민했으나 게임플레이의 흐름을 끊는 액션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과감히 삭제하였다.

하지만 공을 가진 공격측이 슛을 하지 않고 패스만 하면서 시간을 

끌어 경기를 지루하게 만들 수 있는 샷클락 바이얼레이션(공격권을 

획득한 이후 24초 이내에 슛을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바이얼레이션)은 

현실의 룰을 유지하여 24초라는 시간을 게임의 공수 전환의 템포로 

지정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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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ation BasketBall FreeStyle2

Out of Bounds O X

3 Seconds Violation O X

Shot Clock Violation O O

Table 2. Violation application status in FreeStyle2

2. 캐릭터 포지션 개념 간소화

2.1 능력치 명확성 강화

프리스타일2는 프리스타일1에서 파생된 후속작으로 동일하게 3대

3 길거리 농구라는 소재를 사용하기에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프리스

타일2는 개발단계에서 명확성을 중시했다. 공을 들고 이동하는 드리블

과 공이 없을 때 이동하는 달리기라는 개념을 이동속도라는 개념으로 

통합하여 복잡도를 낮추었고, 점프라는 명칭의 능력치처럼 사용처가 

모호한 능력치는 삭제하였다. 또한 덩크/레이업과 같이 지나치게 

통합되어 있었던 능력치는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슛의 종류에 따라서 

세분화시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공격 옵션을 강화하기 위한 능력치 

체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능력치의 명확성을 강화하였다.

Fig. 4. Difference in Stats between FreeStyle & FreeStyle2

2.2 포지션 강,약점 설정을 통한 역할 정리

농구에는 ‘센터’, ‘포워드’, ‘가드’라는 포지션이 존재하며 포워드는 

다시 세부적으로 ‘파워포워드’와 ‘스몰포워드’로 가드는 ‘포인트가드’

와 ‘슈팅가드’로 분류된다. 실제 농구에서는 선수의 신장에 따라서 

포지션이 분류되는 경향이 있지만 프리스타일2에서의 포지션은 수행

해야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농구의 메이저 무대인 NBA의 경우 뛰어난 선수 개인 역량으로 

인해 포지션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수들이 다소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포지션에 맡겨진 주요 역할을 수행하며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전술적 위치를 유지한다.[4]

Fig. 5. NBA starting lineup and tactical position.

3대3 팀 협동 게임플레이를 제공하는 프리스타일2의 경우 특정 

포지션이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각 

포지션별 강점과 약점이 필요했다. 이러한 포지션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프리스타일2는 RPG 장르의 클래스를 농구 포지션에 대입하는 

개념을 사용했다.

전투가 게임플레이의 주가되는 RPG 장르에는 크게 ‘탱커’와 ‘딜

러’, ‘서포터’의 역할군이 존재한다. 탱커는 아군을 지키는 역할을 

하며, 딜러는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역할, 서포터는 탱커나 딜러가 

더 효율적으로 자신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Fig. 6. Matching RPG with FreeStyle2 Position Groups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수비를 담당하는 수비형 포지션을 RPG 

장르의 탱커와 매치하고, 상대의 방어를 뚫고 득점을 해야 하는 공격형 

포지션을 RPG 장르의 딜러와 매치했다. 그리고 양 쪽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원형 포지션을 RPG 장르의 서포터와 매치하여 

기획하였다.

포지션에 따른 역할군을 정리한 후에는 기본 능력치마다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능력치인지를 정의하였는데 ‘블록’, ‘스틸’, ‘몸싸움’, 

‘리바운드’ 능력치가 수비형 능력치로, ‘골밑슛’, ‘미들슛’, ‘3점슛’, 

‘골밑 덩크슛’, ‘원거리 덩크슛’, ‘골밑 레이업’, ‘원거리 레이업’ 

능력치가 공격형 능력치로 정의되었다. 그런 후 역할 정의가 완료된 

능력치를 다시 각 포지션마다 역할군의 필요에 따라서 배정해주는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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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atching RPG with FreeStyle2 Position Groups

2.3 포지션 액션 스킬 구현

앞서 설명했듯이 농구의 경우 포지션마다 전략적 포지션이 다르기

에 각 포지션마다 액션 스킬의 차이를 두어야 했다. 예를 들면 센터의 

경우 골대 근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스킬로 구성되어야 했고, 

가드계열의 경우 3점 라인 바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스킬로 구성되

어야 했다.

Fig. 8. GamePlay of FreeStyle2

또한 ‘마음대로덩크’(확률이 아닌 키입력으로 100% 덩크슛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스킬 / 파워포워드 포지션에 시원한 덩크 공격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나 ‘다이빙캐치’(바닥에 떨어진 공을 몸을 날려 

습득하는 스킬 / 가드계열 포지션에게 바닥에 떨어진 공을 커버하는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등의 포지션 특화 스킬을 제공하여 포지션

의 특색을 제공하였다.

III. The Proposed Scheme

지금까지 프리스타일2의 게임플레이를 만들기 위한 기획 절차를 

살펴보았다. 프리스타일2는 농구라는 소재를 효과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현실 고증을 바탕으로 컨셉과 컨텐츠를 구성하였고, 시스템적 

제약이나 플레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농구의 룰을 생략하는 

등의 간소화 작업을 거쳤다. 또한 다소 생소한 농구의 포지션을 플레이

어들에게 친숙한 형태인 RPG의 직업군 형태로 재해석하여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하였고, 3대3 협동 PVP게임으로의 밸런스를 위해 

각 포지션의 장단점을 능력치 및 스킬을 통해 설계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프리스타일2는 농구라는 주제를 사용하였지만 NBA 

2K 시리즈와 다르게 캐주얼 게임의 영역에 포지셔닝 할 수 있었고 

농구에 대한 기반 지식이 부족한 플레이어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게임으로 제작될 수 있었다.

IV. Conclusions

게임은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의 장르로 발전하였으며,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취미 활동, 여가 선용으로 활용되어가고 있다. 특히 MMORPG가 

시장을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캐주얼 게임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그 어느 때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프리스타일2가 

거의 10년 가까운 오랜 시간동안 라이브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캐주얼 스포츠 게임이라는 점은 캐주얼 스포츠 게임이 플레이어들에게 

제공하는 재미가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과 캐쉬카우로써

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캐주얼 스포츠 장르인 프리스타일2의 게임플레이 

개발 사례 공유를 통해 캐주얼 스포츠 게임의 개발 방법론을 제안하였

다. 캐주얼 스포츠 게임에 적합한 디자인 문서 작성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큰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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