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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매치 3 게임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집, 이야기, 꾸미기 등을 활용한 메타 레이어를 통한 게

임 플레이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향후 매치 3게임의 게임 플레이 방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 방향성

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키워드: 메타 레이어(meta-layer), 매치 3 게임(Match 3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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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매치3 게임은 지속적으로 퍼즐장르에서 가장 많은 게임 유저들이 

즐기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이다.

단순한 게임규칙과 이색적인 장치들 그리고, 특색 있는 수많은 

레벨까지, 전통적인 게임플레이 만으로도 수많은 매치 3 게임들이 

개발되었다.

그렇지만 단순한 동작 방식만을 유지한 상태로 게임을 구성할 

경우 게임 시장에서 유저들이 게임을 지속적으로 플레이 하도록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유저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게임의 콘텐츠의 등장과 경험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나 장치들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치 3 게임에서는 메타 레이어를 

통해서 단순 플레이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유저들에게 지속적인 

플레이를 유지시킬 수 있는 큰 동기 부여를 주는 장치로써, 여러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메타 레이어는 기본적인 게임플레이에서 확장된 추가된 부가적인 

콘텐츠들을 일컫는 것으로써, 게임에서 사용되는 메타 레이어는 일반

적인 메타 데이터[1]의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메타 레이어를 이용한 매치 3 게임들의 대표적인 요소들은 

수집하기, 이야기, 꾸미기 등이며, 기존의 매치 3 게임의 근본적인 

게임 방법과는 상관없이 유저가 레벨을 해결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관련 메타 레이어의 등장은 유저들에게 흥미를 유발시켜 새로운 

유저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며, 기존 유저들에게도 

플레이의 연속성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를 제공한다.

II. The Main Subject

기존 매치 3 플레이 방식은 유저들이 난이도의 변화가 있는 레벨을 

차례대로 해결해 가면서 재미를 얻는 방식에서 발전되어 메타 레이어

를 통한 게임플레이 방식은 플레이의 목적이 레벨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플레이의 변화를 

주는 게임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그림 1은 꾸미기 요소와 이야기 요소를 접목시켜 대성공을 거둔 

게임으로써, 레벨을 성공할 때마다. 개별적인 이야기 연속성을 주고, 

꾸미기의 다양성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적인 매치 3 게임플레이서 

벗어나서 콘텐츠의 차별화를 주어, 유저들에게 플레이의 연속성을 

지속시켜주는 장치로 활용 하였다.

Fig. 1. Gardensc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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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전 세계의 명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진행하는 게임플레이 

방식으로써, 각 명소들을 방문하면서 레벨을 성공함으로써, 특정 

명소들이나 건축물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Fig. 2. Gummy Drop

그림 3은 심즈와 같은 시뮬레이션 장르에서 건축물에 대한 꾸미기

나, 가구들의 배치 등을 통해서 자신만의 공간을 구축하는 재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Fig. 3. My Home Design - Modern City

특히 화면의 가로세로 방식에 따라서 세부적인 방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가로화면의 게임에서는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배치 및 개별

적인 꾸미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세로화면 게임은 순차적인 배치와 

그에 대한 향상된 건축물의 변화 등에 중점을 주고 있다. 

이러한 메타 데이터들은 단순한 레벨 해결 등의 요소에서 벗어나서 

꾸미기,이야기,수집 등을 통해서 새로운 게임요소들을 통한 소유 

및 단계적 변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사용자 경험의 연속성과 상업적인 

게임의 수익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III. Conclusions

매치 3 게임에서의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매치3게임의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메타 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재미의 단조로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유저들에게 

특정 메타 데이터를 통해서 재미를 주는지에 대한 일반화된 결과를 

결정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차후 연구를 통해서 유저들에게 기획의 목적에 맞는 재미의 연속성

을 주는 메타 데이터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매치 3 게임 장르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게임 플레이 방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 방향성

에 대한 기준에 도움을 주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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