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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다양해진 유저의 플랫폼 및 기술적 환경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게임 콘텐츠를 디자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온라인 플랫폼과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성장한 인디게임 분야는 자본의 개입으로부터 자유
로운 만큼 다양하고 창의적인 게임 콘텐츠 개발의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행동 자율성이 높으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샌드박스형 게임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더욱 성장해 나갔다. 본 논문에서는 인디게임을 주도하는 샌드박스형 
게임의 성장에 있어 큰 특징적 요소로 사료되는 행동 자율성과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에 주목하였다. 표현기법으로써 3D 
복셀 그래픽이 자주 채택되고 있다는 점에서 복셀 기반 그래픽의 유용성 및 특히 게임 캐릭터 구현에 대한 현황과, 효율
적인 게임 그래픽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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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edia, pirate platforms and technologies are critical to the 
design of video content. Games based on online platforms and networking can help you develop games 
and expand your game as games are developed. Better yet.
This paper is a major feature of the growth of the sandbox game that leads the game of InGame. 
Phenotypical 3D Dress Graphics You can study the usefulness of graphics based on doubles, the 
advantages of game characters, and space game 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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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콘텐츠를 수용하는 측의 플랫폼 

및 기술적 환경은 그만큼 다양해졌고, 이를 동시에 만족

시키는 게임 콘텐츠를 디자인하는 것은 개발자에게 있어 
매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그만큼, 자본의 움직임에 
자유로운 개인 또는 소규모 개발팀 및 개발사 등이 대형 
기획사나 게임 회사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또는 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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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 펀딩 등의 방법으로 유저들의 자금을 조달받아서 
개발자가 만들고 싶은 독창적인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는, 
인디게임(Indie games)제작의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기 시작했다[1]. 인디게임은 광의의 의미에서 아이디어
가 참신한 작은 규모의 게임까지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
는데, 벨브사의 스팀, EA사의 오리진, UBI사의 유플레이 
등 온라인 플랫폼 스토어 덕분에 개념이 확장된 경우라
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온라인 기반 네트워킹의 발달
과 게임 엔진의 무료화 등의 원인은 인디게임들의 활성
화와 성공을 이끌었고, 독특하고 다양한 유형의 게임 콘
텐츠가 제작되었으며, 인디게임이 게임분야의 또 다른 장
르로 자리 잡게 했다[2].

본 논문에서는 인디게임을 주도하는 샌드박스 게임에 
대해 알아보고, 샌드박스 게임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인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에 있어 특히 게임 캐릭터 
시스템의 변화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또한, 인디 게임에 
자주 등장하는 3D 복셀 그래픽에 주목하여 그 특징을 이
해하고, 기존 도트 캐릭터의 재현을 넘어 시대의 다양한 
문화 코드에 부응할 수 있는 게임 캐릭터 표현기법으로
써 더욱 확장된 활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본론
2.1 샌드박스형 인디게임의 자율성

인디 게임은 주류의 게임에 비해 새로운 게임 플레이 
패턴을 시도할 수 있었고, 그만큼 행동 자율성이 높은 샌
드박스형 게임들이 많이 출시되었다. 게임의 자율성에 대
한 해석은 유저가 게임의 환경 속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지와 밀접한 관령성이 있겠는데, 주어진 
조건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게임 콘텐츠와의 상호
작용성이 중요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높은 행동 자율성
과 커스터마이징을 표방하는 샌드박스 게임들은 온라인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인디게임 분야를 주도하게 되었다
[3]. 그런가 하면, 인디게임은 상업적 이유로 채택되지 않
았던 그래픽 기법의 도입을 현실화 했다. 게임 그래픽에 
있어 도트 그래픽이나 로우 폴리곤을 사용하는 레트로
(retro) 경향이 그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단순한 그래
픽으로 게임을 즐기던 시대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현 시대의 감성을 함께 포함시키려는 뉴트로(New-tro)
에 대한 노력도 표방하고 있다[4]. 

2.2 샌드박스 게임과 커스터마이징
2.2.1 샌드박스 게임 이해
샌드박스 게임(Sandbox game)이란 어린아이들이 

놀이터나 바닷가에서 소꿉놀이를 하거나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자유롭게 무엇인가 만들어 내는 모래상자라는 단
어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높은 행동 자율성과 커스터마이
징이 가능한 게임을 말한다. 기존의 게임이 목표 달성의 
결과에서 얻어지는 성취감을 통해 주로 재미요소를 추구
했다면, 샌드박스 게임은 유저가 직접 체험하며 게임의 
진행을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몰입과 성취감을 얻게 되는 
만큼 가상세계의 구현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게임 콘
텐츠는 물론, 맵 로딩 등의 게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야 하겠고, 게임의 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유저가 설정을 자
유롭게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선택적 
다양성이 고려된 커스터마이징 구조를 내포하게 된다[5]. 

Fig. 1. Customizing structure of sandbox game

2.2.2 샌드박스 게임 모드(MOD)
일반적인 게임은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게임 세계 안

에서 유저가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플레이하게 된다. 하
지만 샌드박스 게임에서는 적극적인 게임 참여를 넘어 
게임 자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율성을 표방하는 유
저의 새로운 창조 및 변형에 대한 상상의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왔고, ‘모
드(MOD)’라고 하는 확장된 개념을 생성하면서 발전해 
나갔다. 모드(MOD)는 게임의 변형을 의미하는 모디피케
이션(Modification)을 말하는 것으로써, 게임 개발사가 
제공하는 내부 소스코드(Source Code)를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유저가 직접 자유롭게 변형해서 플레이 할 수 있
기에, 본 게임의 스토리 구조를 벗어날 수 있고, 전혀 다
른 새로운 게임을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슈퍼마리오 
메이커’의 경우 기존의 슈퍼마리오 시리즈에 코스를 변경
하여 게임을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6]. 다음은 유저가 ‘포트나이트 크리에이티브’를 
이용해서 만든 ‘아이언맨’의 ‘스타크 타워’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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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andman Game Mode (MOD) ‘Iron Man's Stark 
Tower’

2.3 인디게임과 3D 복셀 그래픽
2.3.1 ‘마인크래프트’의 3D 복셀 그래픽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샌드박스형 인디게임들은 행동

의 자율성과 커스터마이징이라는 특징으로 게임의 재미요
소를 끌어올렸다. 가장 대표적인 샌드박스형 인디게임으로 
주목받는 ‘마인크래프트’는 유저의 커스터마이징 구현에 유
용한 큐브 블록 형태의 3D 복셀 그래픽을 도입했다[8]. 

복셀(Voxel)이란 체적(Volume)과 픽셀(Pixel)을 조
합한 합성어로써 부피를 가진 픽셀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서, 2D 픽셀(도트)을 3D 형태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큐브의 크기는 모두 동일하며, 각기 1개 이
상의 파라미터 정보를 갖게 된다. 복셀 기반 게임은 이러
한 파라미터 정보를 활용하여 제작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음은 복셀이 쌓인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음영 부
분이 1개의 복셀이다[9].

Fig. 3. Voxel stacked structure

‘마인크래프트’는 주로 큐브 블록의 3D 복셀 그래픽으
로 구성되어 있어서 게임계의 ‘레고(LEG-

O)’로 불린다[10]. 초원, 숲, 사막, 설원 등 생물
계 및 지형이 큐브 블록 형태로 존재하고, 유저는 그 

블록형태의 그래픽 아이템을 채굴 및 조합하여 새로운 

블록 형태의 그래픽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이렇
듯 블록으로 이루어진 게임 세계를 자유롭게 제어하고 
디자인하며 플레이 패턴을 새롭게 변형하는 행위를 통해
서 몰입감과 성취감이 생기고, 재미요소가 충족되는  것
이다. 다음은 ‘마인크래프트’에서의 3D 복셀 그래픽 표현 
장면이다[11].

Fig. 4. 3D Voxel graphic of ‘MineCraft’

2.4 게임 캐릭터 이해
2.4.1 게임 캐릭터의 역할
게임 분야에서의 캐릭터는 유저가 직접 개입하여 조작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의 캐릭터와 차별성을 가
진다. 일반적으로 게임의 캐릭터를 분류할 때, 플레이 여
부를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크게 구분하면 용어 그대로 
플레이어 캐릭터인 PC(Player Character)와 플레이어 
캐릭터를 제외한 NPC(Non-Player Character)로 나눌 
수 있다. 플레이어 캐릭터인 PC는 일반적으로 유저가 직접 
컨트롤 하는 주인공이자 메인 캐릭터(Main Character)의 
개념으로 존재하기에 게임의 스토리 구성 및 진행에 있
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다. 특히 
뚜렷한 스토리나 목표 없이 자율적으로 스토리텔링을 만
들어 나가는 게임 분야에서는 캐릭터의 역할이 더욱 중
요해지는데, 이 때 게임 캐릭터는 아바타와 같은 존재로 
기능하게 되고, 유저는 게임 캐릭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역할놀이에 의한 가상체험을 통해서 대리만족감을 느끼
게 된다. 다양한 유저의 기호에 맞출 수 있고, 몰입감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게임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시스
템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이다[12].

2.4.2 게임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게임 캐릭터의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은 게임 유저의 개

인 성향과 욕구에 따라 게임 캐릭터의 요소들을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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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꾸미고 조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유저 맞춤형
으로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즐거움은 게임의 외적
인 재미요소를 증가시키면서, 캐릭터 전반을 세밀하게 취
향대로 변경할 수 있고, 모션 커스터마이징도 기능하게 되
었다. 이처럼 게임 개발사들은 게임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에 기술력을 집중시켜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13].

Fig. 5. Custom Craft NPC screen shot from ‘MineCraft’

대부분의 샌드박스 게임은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가
능하며, 특히 게임 모드(MOD)에서의 커스터마이징은 그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켰는데, 다음은 유저가 직접 NPC
를 만들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의 ‘커스텀 NPC’ 스크린 
샷이다[14]. 

2.4.3 게임 캐릭터와 3D 복셀 그래픽
게임 초창기 시절의 기술력을 비교했을 때, 폴리곤 그

래픽은 깨짐 현상이 잦고 표현력에 있어서도 복셀에 뒤
지는 수준이었다. 그에 비해, 복셀은 깨짐 현상이 비교적 
덜했고, 그 자체만으로 양감 표현이 가능했다. 그런데, 심
플한 형태감의 오브젝트에는 좋았으나 점차 오브젝트의 
디테일한 표현이 요구되어지면서 복셀의 데이터 구조가 
문제시 되었다. 오브젝트의 구성에 있어 폴리곤이 면적에 
비례한다면 복셀은 부피에 비례하기 때문에, 필요한 큐브 
블럭이 추가될 때 마다 데이터 연산량이 급격하게 증가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GPU 등의 지원으로 대처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다. 이후 폴리곤 그래픽의 발달로, 렌
더링 및 텍스쳐 작업 기술이 질적으로 향상되면서, 대부분
의 3D 게임 그래픽은 폴리곤 기반을 선택하게 되었다. 다
음은 복셀의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다[15].

Fig. 6. Voxel data structure

그런데 분명 폴리곤과 차별화된 3D 복셀 그래픽만의 
장점이 있다. 큐브 형태의 복셀 그래픽은 모바일 게임이 
발전하면서 외곽선이 뚜렷한 실루엣 위주의 단순한 형태
감과 작은 사이즈의 모바일 게임 캐릭터를 제작하기에 
적절한 기법이며, 게임 속 복셀 그래픽에 의한 표현은 마
치 큐브 블록 완구인 '레고'를 조립하는 것과 흡사한 행위
로, 레고가 지진 무한 확장 성 및 변형 가능성이라는 장
점을 게임 속에 고스란히 구현할 수 있어, 유저의 커스터
마이징 구현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작용된다[16]. 

디자인적 표현법에 있어서도 복셀의 도트 디자인 감성
은 이전 시대를 추억하는 레트로(retro) 감성과 현 시대 
안에 복고를 재해석 하는 뉴트로(New-tro)감성을 모두 
충족시키며 마니아층을 형성하기에 충분했다. 다수의 샌
드박스형 인디 게임들이 3D 복셀 그래픽을 채택하고 있
는 이유이기도 하다[17]. 다음은 RPG게임 ‘큐브 월드’의 
플레이 영상 중 한 장면이다[18].

Fig. 7. Screenshot of ‘CubeWorld’

게임 장르의 발전과 함께 CPU와 GPU의 성능도 급속
하게 발전하게 되었고, CUDA와 같이 GPU를 병렬연산



매체의 변화에 따른 캐릭터의 시대적 변화분석 -샌드박스형 인디 게임에 있어 게임 캐릭터 융복합적 표현법에 339
에 동원하는 기술이 가능해졌음에도, 복잡한 형태의 게임 
캐릭터의 표현에 있어 복셀 기반 그래픽의 데이터 효율
성은 기술대비 여전히 좋지 않다. 그러나 복셀 그래픽을 
채택하는 노력은 계속되었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써, 캐릭터의 구현은 폴리곤 방식을 채택하면서, 지형이
나 배경 등은 복셀 기반으로 하는 등 혼재적인 기법이 도
입되고 있다[9]. 이는 기술적인 타협점이기도 하지만, 표
현적인 면에서의 시도일 수도 있겠다. 다음은 ‘검은사막’
에서 복셀로 지형을 표현한 모습이다[19].

Fig. 8. Voxel terrain in 'Black Desert'

3. 결론
샌드박스 게임(Sandbox game)이란 높은 수준의 행

동 자율성과 커스터마이징의 구현이 가능한 게임을 말하
는데, 게임의 설정 및 플레이 패턴 등을 가상 세계 속에
서 유저가 직접 체험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몰입과 성
취감을 통한 재미요소를 얻게 된다. 이러한 특징적 요소
를 지닌 샌드박스형 게임들은 인디게임의 온라인 플랫폼
을 기반으로 성장해 나갔고, 인디게임을 대표하는 장르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가하면, 3D 복셀 그래픽은 큐브 블록을 조합하여 
건설 및 파괴의 행위를 하는 등 레고(LEGO) 블록의 확
장성 및 변형 가능성을 그대로 게임 속에 이식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유저의 행동 자율성과 커스터마이징 구현에 
있어 유용성을 가진다. 아울러 디자인적인 면에 있어서도 
복셀 그래픽은 단순한 형태감이 강조된 오브젝트를 제작
하기에 매우 적절할 표현법으로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대표적인 샌드박스형 인디게임들의 주된 표현법으로 채
택되었고, 도트 디자인 감성의 레트로(retro)세대와 뉴트
로(New-tro)세대를 포괄하며 마니아층을 형성했다[4]. 

그러나 특히 복잡한 형태의 디테일한 세부묘사가 요구되
는 게임 캐릭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복셀의 데이터 
효율성 때문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이 문제
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지금의 게임 개발사들은 복셀과 
폴리곤의 혼재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는, 캐릭터 제작은 주로 폴리곤으로 하고, 지형 및 배경 
등의 제작은 복셀 그래픽으로 구현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9]. 향후 CPU 및 그래픽카드 가속 지원 등의 기술력이 
더욱 향상된다면, 복셀 엔진 중심의 게임이 보다 주목받
게 될 것이고, 현재는 주로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3D 복셀 그래픽이 게임 전반에 온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발전 과정 속에서 계속되는 표
현의 시도들을 통해, 3D 복셀 그래픽이 게임 그래픽 분
야에 있어 더욱 풍부한 표현기법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창의적인 캐릭터의 설계 및  
게임의 진행을 고려한 게임 스토리텔링 분야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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