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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근 기자의 게임월드｜사전등록 필수! 넥슨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시동

던파 액션쾌감 그대로, 콘텐츠는 업그레이드!

조이시티, 빌리빌리 ‘프로젝트M’ 퍼블리싱 계약
조이시티는 글로벌 게임 퍼블리셔 빌리빌리와 자회사 모
히또게임즈가 개발한 신작 ‘프로젝트M’(사진)의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 빌리빌리는 2009년 중국에
설립된 퍼블리셔로 2018년 나스닥에 상장됐다. 이번 계
약으로 조이시티는 빌리빌리와 협업해 서브컬처 장르 최
대 시장인 일본을 비롯해 미국, 한국 등 글로벌 시장에
프로젝트M을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젝트M은 미소녀 육
성 역할수행게임(RPG)으로 근미래 디스토피아 이후 신
세계를 모험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용자는 캐릭터
를 수집해 성장시킬 수 있으며, 아카데미 콘텐츠의 육
성 방향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변화한다. 또 여러 조
합이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
으며, 개성 넘치는 연출로 전투의 몰입도를 높였다.

게임빌, ‘안녕엘라’ 블록체인 게임 글로벌 출시
게임빌은 알피지리퍼블릭이 개발한 ‘안녕엘라’의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 안녕엘라의 C2X(가칭) 블록
체인 생태계 참여에 대한 업무협약도 포함됐다. 양사는
글로벌 P2E(플레이 투 언)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
다. 게임빌은 안녕엘라를 C2X토큰과 연동되는 블록체
인 게임으로 바꿔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
난해 알피지리퍼블릭에서 자체 서비스로 선보인 안녕엘
라는 감성적인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수집형 역할수행
게임(RPG)으로, 컨트롤의 재미를 살린 ‘체인 스킬 시스
템’, 일러스트와 애니메이션의 높은 미술적 완성도로 주
목을 받았다.

전 세계 8억5000만 명의 유저들이 즐긴 ‘던전앤파이터’ 지적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넥슨의 모바일 최고 기대작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25일 국내 유저를 대상으로 사전등록을 시작했다.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게임의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넥슨

원작의 호쾌한 액션과 손맛 구현
장비 2000종·꾸미기템도 500종
기존 세계관 토대 스토리 차별화
내년 1분기 출시 목표 개발 속도
넥슨의 최고 기대작 ‘던전앤파이터(던
파) 모바일’이 드디어 서비스 준비에 시
동을 걸었다. 던파 모바일은 전 세계 8억
5000만 명의 유저들이 즐기고, 180억 달
러(약 21조 원)의 누적 매출을 달성한 K
-게임의 대표 주자 ‘던전앤파이터’ 지적
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게임이
다. 던파는 빠른 게임 전개와 시원한 타
격감, 호쾌한 액션으로 출시 16년이 지
난 지금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던파 모
바일은 이런 게임 개발 및 서비스 노하
우를 총집약해 만든 기대작이다. 넥슨은
25일부터 국내 유저를 대상으로 사전등
록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
했다.

뀫내년 1분기 출시 목표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에 속
도를 내고 있는 던파 모바일은 원작 특유
의 감성을 살린 2D 도트 그래픽을 바탕
으로 하고 있다. 특히 원작의 액션성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수동 전투 시스
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0월 일주일 동안 안정성 점검을
위한 전 직원 대상의 테스트를 진행했는
데, 참여 인원 중 88%가 원작의 느낌을
잘 구현했다고 응답했다. 또 모바일 플
랫폼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압도적 액션
성과 수동 전투, 귀검사·격투가 직업의
리뉴얼을 포함한 수준 높은 아트워크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다.
던파 모바일은 오락실 액션의 손맛을
살려 ‘하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이를 위해 빠르고 호쾌한 원
작 고유의 액션성을 모바일 플랫폼에 고
스란히 담아냈다. 각 던전을 돌며 몬스
터를 공략하는 전투와 유저 간 대전(Pv

P) 역시 수동 전투를 기반으로 한다. 수
동 전투의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작
방식에도 공을 들였다.
모바일 전용의 터치 조작을 이용한 새
로운 방식을 탑재하고, 모바일 환경에서
도 수준 높은 액션성을 느낄 수 있도록 스
킬 조작 방식을 각 유저 스타일에 맞춰
선택하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커
스터마이징 기능도 지원한다.
뀫차별화 된 스토리
던파 모바일의 전투방식은 2D 횡스크
롤과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독
창적이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특
히 2000개가 넘는 장비를 구현해, 유저
가 다양한 장비를 장착하고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00종 이상의 꾸미기 전
용 아이템으로 자신만의 캐릭터도 만들
수 있다. 이 밖에 에픽 퀘스트, 결투장, 레
이드, 고대던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
았다.

던파 모바일은 원작의 기본 세계관을
토대로 하면서도 원작과는 차별화된 스
토리가 전개된다. 과거의 엘븐가드, 로
리엔, 비명굴, 빌마르크 제국 실험장 등
추억의 공간을 제공해 던파유저들의 향
수를 자극하는 동시에 던파 모바일만의
오리지널 스토리로 색다른 재미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모바일 플랫
폼에 맞춰 새롭게 선보이는 콘텐츠와 시
스템을 통해 액션 역할수행게임(RPG)을
즐기는 폭넓은 유저들의 관심을 사로잡
는다는 계획이다.
윤명진 네오플 디렉터는 “게임을 즐기
는 것 자체에 집중한 성장과 파밍을 선보
이기 위한 방향으로 던파 모바일의 개발
에 매진해왔고,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이
용자분들께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과
거 던파의 향수를 느끼는 동시에 모바일
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액션성에 많은 기
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애디스콥, 티앤케이 팩토리에 흡수합병 계약
네오위즈는 자회사 애디스콥이 티앤케이 팩토리와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티앤케이 팩토리가 애
디스콥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합병기일은 12월 24일
이다. 존속법인 티앤케이 팩토리는 네오위즈가 지분 50%
를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된다. 애디스콥은 트래픽을 활
용한 광고 수익화 전문 플랫폼 업체로, 2010년부터 모바
일게임 광고 등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2010년 5월
네오위즈 자회사로 편입됐다. 티앤케이 팩토리는 2011년
6월 설립된 모바일 광고 전문 기업이다. 보상형 광고, 디
스플레이 배너(DA), 광고 구매 플랫폼(DSP) 등 다양한
광고 플랫폼을 독자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안정적 플랫폼 확보는 물론 운영 및 서비스 영역에
서 양사의 노하우를 접목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예정
이다.
편집꺠꺠｜꺠꺠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LG 올레드TV, 올해 최고의 ‘게이밍 TV’로 선정
4K·120Hz에서 ‘돌비비전’ 지원
美·英 유력 IT 매체 앞다퉈 찬사
LG전자 올레드TV가 해외 유력 매체들
이 선정한 ‘올해 최고 게이밍 TV’를 석권
했다.
LG 올레드TV는 자발광 올레드의 뛰어
난 화질은 물론 1ms 응답속도, ‘지싱크호
환’같은 그래픽 호환 기능, 간단한 조작만
으로 게임 장르별 화질·음질 등 게이밍 환

경을 최적화해주는 게임 옵티마이저 등을
갖췄다. 또 업계 최초로 4K(3840×2160)
120Hz 주사율에서도 차세대 게이밍 특화
영상처리기능 ‘돌비비전 게이밍’을 지원한
다.
LG전자가 올해 선보인 차세대 올레드T
V인 ‘올레드 에보’(G1)는 최근 영국에서 열
린 TV 비교 평가에서 최고 게이밍 TV로
선정됐다. 올레드 에보는 차세대 올레드 패
널에 업그레이드된 이미지 처리 기술을 더
해 더 선명하고 밝은 화질을 표현한다. 매

LG 올레드TV

체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제조사의 제품을 대
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올
레드 에보는 뛰어난 화질, 응답 시간, 게임
성능 등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 리뷰 전문매체 리뷰드닷컴은 LG 올

레드 TV(C1)를 최고 게이밍 TV로 선정하
고 “올해 최고 TV일 뿐만 아니라 게임을 위
해 구입할 수 있는 최고의 TV”라고 호평했
다. 영국 IT 매체 트러스티드리뷰는 LG 올
레드 TV(C1)에 평가 점수 5점 만점과 함께
적극 추천하며 최고 게이밍 TV로 선정했
다. 매체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탁월한
성능으로 게이머나 영화 감상자에게 더 매
력적인 TV”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LG 올레드TV는 미국 포브스 선
정 ‘플레이스테이션5·엑스박스 시리즈X를
위한 최고의 TV’, 영국 T3가 뽑은 ‘플레이
스테이션5·엑스박스 게이머를 위한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선정됐다. 김명근 기자

뇌가 섹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플레이 스토어 - 경품광고퀴즈, 날마다운세, 매직스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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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01.입을 통하여 약을 투여함. 02.약
을 먹은 뒤에 다른 음식을 먹어 입을
03.깊이 잘 생각함.
가시는 일.
04.저위도에 위치하고 표고가 600미
터 이상으로 높고 한랭한 곳. 05.땅

속으로 만든 길. 06.나룻배가 닿고
떠나는 일정한 곳. 07.어떤 일을 꾀
하여 일으킨 바로 그 사람. 08.회사
·군대 등에서 직원·군인의 지위나 근
무 부서를 바꾸는 일. 09.같은 배를
탄 사람끼리 서로 돕는다는 뜻. “ㅇ
주상ㅇ” 10.책이나 신문 따위의 정
기 간행물을 구입하여 읽는 사람.
11.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
어진 질그릇. 12.피곤할 때에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일. 13.싸움
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부르는 노
래. 14.집에서 빚은 술. 15.기둥 밑
에 기초로 받쳐 놓은 돌. 16.가로막
은 것을 쳐서 깨뜨려 통과할 수 있도
록 뚫은 통로나 목. 17.본선이 조난
한 경우에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보
트. 18.무릎 아래에서 앞 뼈가 있는

부분. 19.성명을 적어서 가슴에 다
는 표. 20.표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
긴다는 뜻. 21.돌이나 벽돌을 쌓아
만든 사각뿔 모양의 거대한 건조물.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푼 다음 가∼라칸
을 이어놓으면 드라마 제목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