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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근 기자의 게임월드｜넷플릭스에 뜬 LoL 애니메이션 시리즈 ‘아케인’ 인기
세계적 인기 게임을 기반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까지 장악하면서, 게임의 지적재산권(IP) 확장 가능성
에 청신호를 켰다. 주인공은 라이엇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아케인’으로, 지난 7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 공개됐다.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넷플릭스 ‘톱 TV쇼’에서 ‘오징어게임’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고, ‘오늘 한국의 톱10’ 콘텐
츠에서도 2위에 올랐다. 로튼토마토와 IMDb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며 작품성도 인정받았다.

징크스·바이 자매 숨은 과거…몰입도 짱이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크래프톤꺠‘배그:꺠뉴스테이트’
165개국 인기게임 1위 달성
출시 나흘만에 2000만 다운로드 인기몰이
크래프톤은 펍지 스튜디오의 신작 배틀로얄 게임 ‘배
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11일 출시 후 한국, 미국, 독
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 165개 국가에서
인기 게임 순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누적 다운로
드 수도 출시 이틀 만에 1000만, 4일 만에 2000만을 돌
파하는 등 초반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는 배틀로얄 장르를 개척
한 펍지 스튜디오가 직접 개발한 모바일 게임이다. PC,
콘솔 플랫폼에서 서비스 중인 ‘펍지: 배틀그라운드’의 게
임성과 세계관을 계승했다.
또 독자적 콘텐츠 및 차별화된 기술을 접목해 차세대
모바일 배틀로얄 게임의 이정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11일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선보였으며, 사전 예약자가
5500만 명을 넘으며 출시 전부터 세계적 흥행을 예고한
바 있다.
박민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총괄 PD는 “사전
예약부터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플레이
어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기록인 만큼 의미가 크다”며
“배틀로얄의 열풍을 일으킨 ‘펍지: 배틀그라운드’에 이
어 모바일 배틀로얄 게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이념 하에 플레이 재미를 더해줄 콘텐츠는 물론 서버 안
정화, 최적화, 원활한 플레이 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업
데이트를 통해 전 세계 플레이어들에게 독보적인 경험
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세계적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아케인’이 글로벌 OTT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게임의 지적재산권(IP) 확장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 아케인의 대표
이미지(왼쪽)와 스틸 컷.
사진제공 ｜ 라이엇게임즈

뀫일반 대중들에게도 눈도장
아케인은 LoL 게임 속 세계관에서 유토피아로 불리
는 부유한 도시이자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되는 곳 ‘필
트오버’와 오염된 지하도시 ‘자운’의 갈등 구도를 그렸
다. 특히 LoL의 챔피언(캐릭터) ‘징크스’, ‘바이’ 두 자
매의 탄생부터 그들을 갈라서게 하는 이야기까지 화려
하고 박진감 넘치는 액션으로 풀어내 게임 팬들은 물
론 일반 OTT 시청자들에게도 눈도장을 받았다.
공개를 전후해 팬들과 유저, 인플루언서 등의 많은
관심과 리뷰가 줄을 이었다. 무엇보다 게임을 하지 않
는 일반 대중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IP에 접할 수 있
는 계기를 제공해 그 성과에 이목이 모아진다.
아케인은 라이엇게임즈가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프
랑스 파리의 3D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포티셰 프로덕
션’과 함께 만들었다. 총 3개의 막으로 구성됐으며, 7일
1막(에피소드 1∼3화), 13일 2막(에피소드 4∼6화)이
공개됐다. 20일에는 3막(에피소드 7∼9화)을 선보일 예
정이다.
뀫톱 TV쇼 부문 1위
아케인은 공개되자마자 넷플릭스 ‘지금 뜨는 콘텐츠’
에 이름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오징어게임’, ‘도
깨비’ 등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

화려한 액션과 참신한 스토리텔링 큰 호평
‘오징어게임’ 제치고 넷플릭스 톱 TV쇼 1위
라이엇게임즈, 20일 에피소드 7∼9화 공개

미국 영화 관련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아케
인’.
출처｜로튼토마토

고 있는 대작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다. 또 ‘오늘
한국의 톱10 콘텐츠’ 2위에 랭크되면서 국내 인기 작품
과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흥행 가도를 달렸다. 글로벌 OT
T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
면 아케인은 넷플릭스 톱 TV쇼 부문에서 1위를 기록

했다.
평가도 좋다. 미국의 영화 관련 웹사이트이자 리뷰
모음 사이트로 유명한 ‘로튼토마토’는 가장 인기있는
TV로 아케인을 꼽았으며, 비평가 지수 100%, 관객 지
수 98%를 기록했다. 비평가 리뷰로는 ‘처음 3개의 에
피소드가 끝난 후 이야기가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아
케인은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본 것 중 가장 멋진 애니
메이션 중 하나다’ 등 호평이 줄을 이었다.
전 세계 최대 영화 사이트이자 아마존닷컴의 자회사
인 ‘IMDb’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1막의 평점은
9.4점이며, 에피소드별로는 1∼3화가 각각 8.9점, 9.1
점, 9.8점을 기록했다. 포브스도 IMDb의 평점을 예로
들며 “아케인은 넷플릭스 최고의 오리지널 시리즈”라
고 평가했다.
라이엇게임즈는 아케인의 방영을 기념해 게임 내에
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애니메이션의 전개
와 나란히 게임에서도 스토리를 구현하고, 플레이어가
게임과 애니메이션으로 동시에 아케인을 즐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애니메이션이 큰 인기를 끌면서 다른 글로벌 흥행
게임들과 협업도 늘고 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포트나이트’, ‘어몽어스’ 등에 애니메이션 등장 인물
과 관련한 콘텐츠가 적용됐다.
dionys@donga.com

위메이드, 조이시티와 블록체인 게임 협력
위메이드는 조이시티와 블록체인 사업, 게임 개발 및 출
시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블록체
인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
도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규 게임 시장에 대한 가능
성도 모색할 방침이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플랫폼 위
믹스에 조이시티의 게임을 온보딩해 글로벌 시장에 서
비스할 예정이며,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게임 개발과 서
비스 노하우를 동원해 조이시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
다. 조이시티는 ‘건쉽배틀: 토탈워페어’ 등 글로벌 시장
에서 성공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임을 위믹스 플랫폼
에서 서비스 가능한 버전으로 준비해 빠르게 플레이투
언(P2E) 시뮬레이션 게임(SLG)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
획이다.
편집꺠꺠｜꺠꺠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SWC 2021’ 월드 파이널 호주 선수 챔피언 등극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라이브 162만 뷰 대회 최고 흥행
5년 연속 개최 뜨거운 열기 확인
컴투스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SWC) 2021’이 전
세계 게이머들의 큰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13일 열린 월드 파이널에선
호주의 ‘DILIGENT’가 월드 챔피언에 등

극했다.
이번 월드 파이널 생중계는 라이브 당시
162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최고 동시 접속
자도 25만5000명 이상 몰리면서 지난해
최고 흥행 기록을 뛰어 넘었다. 또 중계 영
상은 대회 종료 후 만 하루 동안에만 약
265만 조회 수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모바
일 e스포츠 대회의 면모를 확인했다. 이날
대회에는 사전 모집한 글로벌 팬 100여 명

13일 열린 ‘SWC’ 월드 파이널의 랜선 응원전.
사진제공｜컴투스

이 대형 LED 화면을 가득 메웠다.
DILIGENT와 PINKROID∼ 간 결승전
은 세계 최강자를 가리는 마지막 승부인

만큼 긴장감 넘치는 싸움이 벌어졌다. 첫
세트를 빼앗긴 DILIGENT는 침착하고 치
밀한 전략으로 3번의 세트를 잇달아 가져
가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2019년도 처
음 등장해 월드 파이널로 직행하며 글로벌
팬들의 눈도장을 받은 DILIGENT는, 이로
써 3년 만에 우승에 성공하며 상금 10만 달
러(약 1억2000만 원)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SWC는 2017년 첫 개최 이후 5년
연속 열리며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관심
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경
기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김명근 기자

뇌가 섹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대각선 방향
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낱말문제

■ 스도쿠정답

■가로열쇠
02.땅이 움푹 들어가 물이 괴어 있는
곳. 04.날이 새면서 오전 반나절쯤
까지의 동안. 06.바닥이 펀펀한 땅.
07.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에서

나오는 작은 물방울. 08.큰 배와 육
지 사이의 연락을 맡아 하는 작은 배.
10.산은 자줏빛이고 물은 맑다는 뜻.
13.여러 조각으로 마구 찢는 모양.
15.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
17.드나드는 목의 첫머리. 18.상점
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 19.조직
에서 제일 아랫자리에 해당하는 부
분. 20.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

■낱말정답

■세로열쇠
01.등산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03.땅과 하늘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
는 선. 05.액체 속에 있는 물질이 밑
바닥에 가라앉음. 07.장기나 바둑에
서 서로 비기게 되는 수. 09.인간관
계가 넓어 폭넓게 활동하는 사람.
10.머리를 풀어 헤침. 11.고령토를

단어 이어
가기: 낱
말을 모두
푼 다음
☆ 칸 을
이어놓으
면 여러분
이 잘 아
시는 스타
이름이 됩
니다.

WWW.매직스도쿠.kr

원료로 높은 온도로 구운 그릇.
12.총·활을 잘 쏘는 사람. 14.어린아
이의 똥오줌을 받아 내기 위해 다리
사이에 채우는 물건. 15.화물과 여
객을 함께 운반하는 배. 16.딱딱한
물건을 보드라울 정도로 잘게 부수거
나 갈아서 만든 것. 21.산에 있는 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