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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게임개요
(1) 게임제목 : TOMMY’S STORY

(2) 플랫폼 : pc게임,콘솔게임

(3) 기획의도 : 일상생활에서 지친 마음을 가상현실인 TOMMY’S STORY 에서 쉴 수 있게 할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제약에

부딫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손 쉽게 게임에서 즐길수 있습니다.

(4) 장르 : 샌드박스형 게임, 오픈 월드 게임.

(5) 시점 : 3인칭 , 1인칭 시점

(6) 그래픽 : 단순한 그래픽. 

(7) 목표 타겟 : 30대에서 40대. 20대 후반까지는 가능.

(8) 그래픽 엔진 : 유니티,언리얼 엔진



2. 시나리오

오프닝: 일상에지친마음을이끌고주인공은회사에출근한다. 회사에
출근한주인공을맞이하는고약한상사가있다. 그상사는주인
공을보자마자어제했던일로잔소리를시작한다. 순간적으로
화가난주인공은책상위에있던키보드를들고상사의얼굴을
향해내려쳐버린다. 키보드는박살이나면서키보드의자판이
튕겨져나오게된다. 그자판이조각나면서 TOMMY’S STORY가보여
지게된다.그리고주인공은게임의세상속으로들어가게된다.



3.게임 이미지 컨셉

TOMMY’S STORY



4.게임 컨셉(사례)
오픈월드게임: ‘오픈월드’(Open World)는‘샌드박
스’(Sand Box)와함께자유도가높은게임들을가리키는말이다. 
선형식스토리와이동루트를강요하는게임들과달리비선형스토리와자유
로운이동을보장하는게임의방식을뜻하는용어로도사용된다. 오픈월드형
게임으로는게리모드,포르자호라이즌,세인츠로우,폴아웃,엘리트,레드데드
리뎀션,어쎄신크리드,보더랜드,마인드크래프트,그랜드시프트오토,워쳐3,
엘더스크롤등이있습니다. 현재오픈월드형게임에서인기게임은워쳐3 , 
폴아웃4 , 그랜드시프트오토5가있습니다. 오픈월드게임은현실에서잘
느낄수 없는경험을게임으로대신느낄수 있다는것 입니다. 현실에서는직
장인, 학생, 자영업자, 전문직생업에시달리면서살아가고있습니다.  내가
시간을내서돈을들이고히말라야산맥으로가서산을탄다던가, 넓은맵을
돌아다니면서주어지는미션을달성하고성취감을느끼거나, 아니면범죄자
가 되어보실수있습니다. 다른장르의게임에는그 장르에국한되어하나만
의 재미만을느낄수 있는반면에오픈형게임에는다양한장르를복합적으로
즐길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 오픈형게임이vr과 결합되어진다면더욱
높은시장성을가지고성장할수 있는가능성이있다고보여집니다.게임의
타겟은20대 이상성인입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28633&ref=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28601&ref=y


5. 게임 요소
<1> 자유롭게돌아다니면서미션을수행한다. 

예) 말을타고지나가고있는데갑자기미션이나오고미션을실행할지말지정한다.

<2> 작은집에서시작하여큰집으로성장한다. 집을꾸밀수 있다.

<3> 낚시를해서물고기를잡아팔아돈을번다. 

예) 물고기종류에따라다른가격이매겨지며돈을벌 수있다. (경매장)

<4> 번돈을가지고부동산을살수도있다.

<6> 번 돈으로말, 탄광, 여러가지를살 수있다.

<7> 여러가지스포츠도즐길수있게한다.

<8> 도박도가능하다.

<9> 구인광고지에서아르바이트를구해돈을벌수 있다.

<10> 여자친구도만들수있고결혼도할 수있다. 게임시간에따라나이도들어간다. 나이는게임시작에

마음대로정할수 있다.



6.핵심 키워드

Tommy’s story의핵심 키워드는 자유도,다양성 입니다. 이

두개의 키워드는 Tommy’s story 의근간이 됩니다. 자유도는

이 게임안에 있는 콘텐츠를 무한으로 즐길수 있게하고,다

양성은 무한으로 즐길콘텐츠가 다양하게 있다는걸 알려줍

니다. 현실에서는 여러 제약에 걸려 즐기지 못한여러취미

생활들을 Tommy’s story 에서현실과 같은 느낌을즐길 수

있을 겁니다.



7. 수익모델

이게임의 이윤창출은 유료게임입니다. 판매창구는 디지털 다운로드와 게

임타이틀로 구분하여 발매될 예정입니다. pc게임과 콘솔게임 두가지의

플랫폼으로 갈 생각입니다.그리고 pc는 DLC를 개발하여 추가적인 이윤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8.시장조사





미국 게임시장, 모바일게임의 성장에도 콘솔게임 비율이 압도적

미국 게임시장도 모바일게임의 성장이 눈에 띄게 커졌지만, 그럼에도 콘솔게임 시장을 넘지는 못했다.

27일(미국 시각 기준) 미국의 시장분석 기관인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어소시에이션(ESA)은 2013년 미국 게임 산업 보고서를 발표했

다. 이 보고서는 미국 게이머들의 콘솔, 스마트폰, PC게임 소비 패턴, 모바일 게임 시장의 위상 변화와 콘솔게임 시장의 현황 등을 다뤘다.

전체 게임산업을 살펴보면 미국도 모바일게임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조사에 응한 미국 게이머 중 53%는 “모바일게임을 하고 있다”고 응답
했다. 

ESA는 “2012년보다 모바일게임을 하는 사람 수가 22% 증가했다”며 모바일게임 시장이 크게 성장했음을 설명했다.

모바일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 중 46%는 캐주얼게임, 소셜게임을 플레이했다. 31%는 퍼즐, 보드, 카드 게임을 주로 했고, 11%는 액션과 스포츠, 

롤플레잉 모바일게임을 즐겼다. 그러나 스마트폰 게임 소비 규모는 미국 게임 시장에서 가장 보편화된 콘솔기기를 따라잡지 못했다.

조사에 응한 미국 게이머 중 68%는 “콘솔게임을 플레이한다”고 응답했다. 참고로 2013년에 가장 많이 팔린 타이틀은 <GTA 5>로

꼽혔다. 2위는 <콜 오브 듀티: 고스트>였고,<매든 NFL25>와 <배틀필드 4>가 그 뒤를 따랐다.

이는 미국 게임시장이 여전히 콘솔게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특히 게임을 주로 이용하는 10~20대 이용자는 여전히

하드코어 게임을 중심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소셜게임을 즐기는 30~40대 이용자가 모바일게임을 접하면서 시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스마트폰 게임보다는 콘솔게임의 점유율이 더 높다는것을 알 수있다.



1.넓지는 않지만 강한 선호층이 있다.
2.다양한 콘텐츠

1. 높은 개발비
2. 넓지 않은 게임 선호층
3. 접근성이 낮다.

1.다양한 연령층을 끌어 올 수있다.
2.다양한 시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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