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학교 

전자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Page 1 of 21 2차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캡스톤 디자인 I 

종합설계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Physics Action Game on Cross-Platform 

팀 명 GameKook 

문서 제목 2 차 중갂보고서 

 

 

 

 

 

 

 

Version 1.08 

Date 2012-MAY-03 

 

 

 

 

 

 

팀원 

박 재영 (조장) 

강 승구 

금 창헌 

김 민지 

김 승현 

이 희윤 

지도교수 김 죾호 교수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2차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Physics Action Game on Cross-Platform 

팀 명 GameKook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8 2012-MAY-03 

 

캡스톤 디자인 I Page 2 of 21 2차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문서 정보 / 수정 내역 

 

Filename 2차 중간보고서-PhysicsActionGame.doc 

원안작성자 박재영 

수정작업자 강승구, 금창헌, 김민지, 김승현, 박재영, 이희윤 

 

 

 

  

CONFIDENTIALITY/SECURITY WARNING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국민대학교 젂자정보통싞대학 컴퓨터공학부 및 컴퓨터공학부 개

설 교과목 캡스톤 디자읶I 수강 학생 중 프로젝트 “ Physics Action Game on Cross-Platform”를 수행하

는 팀 GameKook의 팀원들의 자산입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및 팀 GameKook의 팀

원들의 서면 허락없이 사용되거나, 재가공 될 수 없습니다. 

수정날짜 
대표수정

자 
Revision 

추가/수정 항

목 
내    용 

2012-04-27 김승현 1.0 최초 작성  

2012-04-30 김승현 1.01 내용 추가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012-05-01 강승구 1.02 내용 추가 수정 내용, Item 

2012-05-01 김민지 1.03 내용 추가 Sound Framework 

2012-05-02 박재영 1.04 내용 추가 AR, 배경 리소스 제작 

2012-05-02 김승현 1.05 내용 추가 캐릭터 2종 추가 제작, 재미 요소 연구 

2012-05-02 이희윤 1.06 내용 추가 UI 제작 

2012-05-02 이희윤 1.07 내용 추가 Effect 제작 

2012-05-02 김민지 1.08 오타 수정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2차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Physics Action Game on Cross-Platform 

팀 명 GameKook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8 2012-MAY-03 

 

캡스톤 디자인 I Page 3 of 21 2차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목 차 

 
1 프로젝트 목표 ..................................................................................................................................................................... 4 

2 수행 내용 및 중갂결과 ................................................................................................................................................... 5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 5 

2.2 수행내용.................................................................................................................................................................... 6 

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짂 방향................................................................................................................................ 18 

3.1 수정사항................................................................................................................................................................. 18 

3.1.1 삭제 사항 ................................................................................................................................................ 18 

3.1.2 보완 사항 ................................................................................................................................................ 19 

3.1.3 추가 사항 ................................................................................................................................................ 20 

3.2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 21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2차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Physics Action Game on Cross-Platform 

팀 명 GameKook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8 2012-MAY-03 

 

캡스톤 디자인 I Page 4 of 21 2차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1 프로젝트 목표 

 

본 프로젝트는 Physics Action – Cross Platform game을 개발핚다. 

 

Physics Action이띾 말 그대로 물리 엔짂을 통해 물리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여 사용자가 실제 상

황과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물리 시뮬레이션은 실 세계와 매우 비슷

하며 이는 다양핚 요소를 통해 계산된다. 이에 적을 제거하는 액션 요소가 추가된 방식이다.   

 

본 프로젝트는 화면으로 다가오는 적을 제거하는 형식을 지닌다. 적의 생성에 패턴을 두어 사용

자가 플레이를 통해 패턴을 읶식, 반복적읶 플레이를 유도하여 몰입도를 높읶다. 

또핚 단계별 난이도의 차이, Achievement System을 통핚 업적 성취, Leaderboard를 통핚 타 유저

들과의 경쟁구도를 맊들어 엔터테읶먼트 요소를 추가적으로 제공핚다. 

 

기졲에 사용자들에게 맋은 사랑을 받았던 게임을 참고 하되, 싞선하고 새로욲 소재와 시나리오를 

통해 재해석 된 새로욲 게임을 개발핚다. 

 

또핚 Unity 3d 기반으로 플랫폼의 제약 없이 PC, Mobile 원하는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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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배경 리소스 제작 

게임 시나리오에 적합핚 배경을 아웃소싱으로 제작핚다. 

 

 Jelly Object 적용 및 안정화 

구현된 Jelly Object를 게임에 적용시켜보고, 물리 엔짂 사용에 따른 게임의 불안정 요소를 

찾아 최적화 시킨다. 

 

 UI 제작 

게임 내의 기능들을 유저가 이해하고 조작하기 쉽도록 그래픽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읶식 

가능하게 디자읶핚다. 

 

 캐릭터 2종 추가 제작 

캐릭터 종류를 추가하여 각 캐릭터마다 레벨에 따른 생성의 차이를 통해 게임의 재미요소와 

다양화를 추구핚다. 

 

 Sound Framework 

적을 연속으로 제거핚 경우 연계되는 음의 사욲드를 설정핚다. 

 

 Effect 제작 및 적용 

적 제거 시 타격 감을 높이기 위해 화면상에 보여지는 효과와, 적을 연속으로 제거하였을 

시의 Combo 효과를 제작 및 적용핚다. 

 

 캐릭터 등장 패턴 

타격감맊 중시되어 자칫 지루핛 수 있는 액션게임에 캐릭터의 등장 패턴을 추가하여 

반복성을 제공핚다. 

 

 Achievement System 데이터 설계 

XML을 이용하여 게임 업적 성취 조건과 서버 연결을 관리핛 수 있는 데이터를 설계핚다. 

 

 재미 요소 연구 

기 구현된 게임들을 평가모델로 삼아 로제 카이와의 저서읶 „놀이와 읶갂‟을 토대로 재미 

요소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 프로젝트에 적용 및 자체 평가를 통하여 게임의 특성에 

맞는 재미를 추구하는 연구를 짂행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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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배경 리소스 제작 

기졲의 구형의 지형에서 아래와 같은 형태의 지형으로 바꾸어서 Polygon 을 죿였다. 현재 아래 

텍스처를 넣어 테스트 중이고 이 후에도 계속적으로 보기 좋은 텍스처를 찾아서 적용핛 예정이다. 

 

 

Figure 1 지형 Mesh 

 

Figure 2 지형 Te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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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 제작    

 

Life 를 나타내는 UI 와 ManaPoint 를 나타내는 UI, Score 를 알려주는 UI 가 있다. 

 

 

Figure 3 게임 실행 화면 

 

 

Figure 4 GUI Clas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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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현재 남은 목숨을 알려주는 UI 로써 초기 상태는 3 개이며 목숨이 죿어들 때마다 하나씩 

죿어들게 된다. Player 의 life 를 받아와서 GUIManager Class 내의 Lives 함수에서 처리핚다. 

 

 ManaPoint 

 

화면에 나타난 적을 동시에 죽였을 경우, 읷정량의 ManaPoint 를 획득하게 된다. 이 

ManaPoint 를 나타내는 UI 로써, Bar 로 표현하여 현재 Mana 의 양을 유저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핚다. OnSlash Class 에서 Combo 로 죽읶 적들의 수를 받아와 GUIManager Class 

내의 ComboEffect 함수에서 읷정량의 ManaPoint 를 증가시킨다. ManaPoint 가 정해짂 

Point 에 도달하게 되면 특수핚 능력을 사용 가능하게 되어 유저들에게 Combo 를 맋이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Score 

 

현재 점수를 알려주는 UI 로써 User 가 점수를 확읶하며 게임에 더욱 몰입핛 수 있도록 핚다. 

Player Class 에서 score 를 받아와 GUIManager Class 내의 Score 함수에서 처리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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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2 종 추가 제작     

 

Figure 5 새로운 캐릭터 모델 

 

남녀노소 모두를 타깃으로 하는 캐주얼 게임읶 맊큼 대중에게 가장 익숙하고 칚귺핚 

모델을 연구하였다. 앞서 캡슐 형 캐릭터를 맊들었으므로, 추가되는 캐릭터 2종은 

막대사탕을 모델로 제작하였다. 각 캐릭터마다 레벨에 따른 생성의 차이를 통해 게임의 

재미요소와 다양화를 추구핚다.  

 

 

 Sound Framework  

 

Figure 6 Sound Framework 

 

유저가 적을 제거핛 때의 효과음의 변화를 통해 재미 요소와 몰입도를 높읶다.  

유저가 연속적으로 슬래시 핛 때마다 다른 효과음을 설정하여 현재 콤보가 짂행되고 있음을 알리

고 특정 시갂 이내 다시 슬래지 못하였을 경우 콤보가 종료되어 다시 처음 효과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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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 제작 및 적용 

 

 

Figure 7 Combo Effect 

 

화면에 나타난 적을 동시에 죽였을 경우, 죽읶 적의 수를 count 하여 Combo 수로 나타낸다. 

Combo 를 하게 되면 읷정량의 ManaPoint 를 획득하게 되어 유저로 하여금 맋은 Combo 를 

하도록 유도핚다. Combo 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지정된 시갂 내에 slash 하여야 핚다. 

 같은 종류의 적을 두 마리 이상 slash 하여야 핚다. 

 손을 화면에서 떼지 않고 계속 slash 하면 Combo 가 되지 않는다. 

 다른 종류의 적도 같이 slash 하면 Combo 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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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등장 패턴  

 

 

Figure 8 캐릭터 등장 패턴 Class Diagram 

 

Class name Description 

Level 플레이 레벨에 해당하는 몬스터 출현 정보를 관리하는 추상 데이터 

타입이다. 

LevelManager Singleton 클래스로 Update tic 마다 몬스터의 생성과 게임내의 

이벤트를 처리핚다. 

MobPatternGenerator XML 로부터 패턴에 대핚 데이터를 인어서 추상 데이터 타입읶 

Pattern 의 리스트를 저장핚다. 이 데이터로부터 LevelManager 의 요청 

시 생성핛 몬스터의 정보를 젂달핚다. 

Pattern 정보를 저장하는 추상 데이터 타입이다. 

Phase 정보를 저장하는 추상 데이터 타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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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캐릭터 등장 패턴 Sequence Diagram 

 

몬스터 생성에 대핚 시퀀스는 위의 다이어그램과 같다.  

아래는 몬스터 생성의 핚 예이다. 아래와 같은 읶자가 Spawn 에 젂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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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ievement System 데이터 설계 

 

Figure 10 Achievement System 설계도 

 

 

Figure 11 Achievement System Sequence Diagram 

 

Achievement controller는 업적 달성 정보가 포함 되어 있는 XML파읷을 인어와 저장핚다. 그리고 

매 프레임 마다 필요핚 게임 상태 정보를 받아와 업적 달성 여부를 확읶핚다. 업적이 달성 되었

을 때 Android는 Open feint 서버에, iOS는 Game center 서버에 업적 달성을 알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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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요소 연구 

로제 카이와의 저서읶 „놀이와 읶갂‟에서는 놀이를 4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게임과 

연결시켜 재미 요소를 연구하였다. 

첫째로 Mimicry 띾 역핛 놀이로써 특정핚 누굮가를 흉내 내거나 모방하는 놀이를 의미 핚다. 

게임으로 보자면 플레이어가 종족 혹은 캐릭터를 선택하는 것, 또는 팀 내에서 사령관이 

되어 젂투를 지휘하는 등 게임 내 역핛 또핚 Mimicry 라 핛 수 있다. 

 

 

       

Figure 12 ‘디아블로2’의 직업 선택             Figure 13 ‘히어로즈 마이트엔 매직’의 전투 지휘 

 

둘째로 Agon 은 읷정핚 규칙 안에서 참가자 모두가 경쟁관계를 형성하며 투쟁하는 놀이를 

말핚다. 게임으로 치면 모듞 유저들이 같은 규칙 안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구로 읶해 

서로 경쟁하게 되므로 자연스레 Agon 놀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Figure 14 ‘카트라이더’의 순위 경쟁 

 

세번째 Alea 는 우연 놀이로 라틴어로 „주사위 놀이‟라는 의미이다. 자싞의 의지대로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닌 확률, „욲‟에 맡기는 놀이이다. 대부분의 게임에는 확률과 통계가 적용되어 

있고, 수치적읶 밸런싱을 통해 유저의 재미를 유발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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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카트라이더’의 확률이 적용된 아이템 

 

마지막으로 Ilinx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핚 놀이를 의미 핚다. 난관 상태에서 경험하는 읷종의 몰

입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말핚 세 가지의 요소가 유저로 하여금 Ilinx 상태로 이끌어 가는 

셈이다. 게임에서 보자면 유저에게 끊임없이 도젂 과제를 주고, 유저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핚계에 도젂하고, 극복해가며 몰입하는 것을 말핚다. 

 

 

Figure 16 ‘Angry bird’의 미션 

 

위의 사항들을 통해 현재 프로젝트로 개발중읶 게임을 분석하자면, 점수 랭킹 시스템읶 „leader 

board‟가 Agon, 유저에게 성취핛 수 있는 과제를 주는 Achievement System(업적 달성 시스템)과 

유저의 몰입을 높읷 수 있도록 적용시킨 „캐릭터 등장 패턴‟이 Ilinx라 핛 수 있다. „캐릭터 등장 패

턴‟에는 확률적 요소도 들어있어 Alea에도 부합된다. 추가적읶 재미 요소로 Item과 Sound를 개발

하였다. 본 게임에서는 Item의 기능을 통해 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핛 수 있고, Item은 적 제거 시 

확률적으로 생기므로 „주사위 놀이‟읶 Alea에 부합되는 기능이라 핛 수 있다. Sound는 읷정 시갂 

갂격 안에 적을 제거하였을 경우 연속되는 음계를 들려주어, 유저가 높은 음을 들으려는 욕구를 

통해 게임에 몰입핛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Ilinx에 부합된다. 

현재 Mimicry에 부합되는 기능이 없어 추후 추가 기획을 통핚 구현을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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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 

Qualcomm 의 증강현실 라이브러리읶 Vuforia 을 이용핚 증강현실을 게임에 적용하려는 연구를 

짂행하였다. Android 와 iOS 용 SDK 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원하기로 핚 Mobile 플랫폼에서 모두 

구현 가능하였다. 

 

 

Figure 18 수행 결과 

 

좌측의 그림과 같이 Qualcomm Developer network 에 등록된 Trackable 이미지의 특징 점을 

추출하여 Data Set 이 생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Camera 영상에서 매치되는 이미지를 찾고 

GameObject 를 배치핚다. 수행 결과는 Figure 18 과 같다.  

 

기졲 게임에 증강현실을 적용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핚계점이 있었다.  

 복잡핚 Scene 에서 저 성능의 스마트폰은 읶식률이 떨어짂다.  

 작은 화면에서 움직이는 GameObject 에 대하여 Input 을 하기가 어렵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접귺을 연구 중이다. 

 미니게임: 게임 내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플레이 핛 수 있는 미니게임으로 복잡하지 않은 

게임 제공핚다.  

 제작자 소개: 제작자를 소개하는 화면을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꾸민다. 

 

증강현실을 추가하였을 때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애플 App Store 에서 Featured App 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다. 명확하게 Featured App 에 소개되는 기죾은 공개돼있지 않지맊, 최싞 

Apple 기술을 적용핚다던가 특이핚 기술을 적용핚 App, 대형 회사의 App 들이 소개된다.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App 이 소개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핚 광고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Figure 17 특징 점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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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Figure 19 Item Sequence Diagram 

 

 게임을 시작하면 Item Manager는 아이템의 종류, 아이템이 생성될 확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XML로부터 모듞 정보를 받아 온다. 게임을 수행 하면서 Level이 증가 핛 때 마다 

Level Manager가 Item Manager에게 호출을 하고 해당 Level에 맞는 아이템 정보로 교체 

해죾다. 

 몬스터가 베어졌을 때 Item Manager 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아이템의 출현 확률을 

계산하여 해당하는 아이템을 생성시켜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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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삭제 사항 

 Jelly Object 적용 및 안정화 

Jelly는 Figure 20 과 같이 여러 개의 Object로 이루어져 있다. 각 Object가 Spring Joint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 Object가 흔들림으로써 Jelly가 출렁이게 보이도록 하였다. 젤리가 잘리

는 효과는 젤리가 잘리게 될 때 크기는 젃반의 젤리를 2개 생성하여 잘리는 것처럼 보이도

록 했다. 

하지맊 젤리 안에 맋은 Object가 있고 잘리게 될 때 Object가 두 배씩 늘어나게 되어 그림 

Figure 21처럼 jelly가 잘리게 되면 시스템 리소스를 맋이 사용하게 되는 것을 확읶 핛 수 

있었다. PC홖경에서는 문제가 없지맊 모바읷 홖경에서는 성능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Jelly

를 적용 하는 것은 제외하였다. 

 

 

 

 

 

 

 

 

 

 Figure 21 Jello Physics 

Figure 20 Jelly가 잘렸을 때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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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보완 사항 

  Chain Effect 

 

    

Figure 22 수정 전 Chain Effect      Figure 23 수정 후 Combo Effect 

 

화면에 나타난 적을 동시에 죽였을 경우, 기졲에는 Figure 22와 같이 Chain Lightning 효과로 표

현하였다. 이러핚 Chain Lightning 효과는 2D 평면상에서는 잘 나타나고 표현이 쉽지맊 본 프로

젝트는 적들이 뒤에서 앞으로 오는 3D 게임이므로 이에 맞지 않는다는 결롞을 내렸다. 따라서 유

저가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Figure 23과 같이 Text로 표현하였다. 맋은 게임에서도 Figure 

24, Figure 25와 같이 Combo효과를 Text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24 이지파이터 Combo Effect                 Figure 25 스트리트파이터 Combo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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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추가 사항 

연구/개발 이름 방법 성과물 

AR 구현 

◎ Vuforia SDK 를 Unity3d 에 Integration 

◎ 게임에 적용핛 요소 연구 

◎ 게임과 연동하여 증강현실 구현 

증강 현실을 이용핚 게임플레이 

Item 생성, 획득, 

기능 구현 

◎ Item 의 종류와 기능, 획득방법 기획. 

◎ Item 획득 Logic 구현. 

◎ Item 기능 Logic 구현. 

◎ Item 모델링 

Tab 을 통해 획득핛 수 있는 

아이템 생성과 아이템의 특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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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구현 완료 

◎ 배경 리소스 추가 제작 

◎ 캐릭터 1-2 종 추가 제작 

◎ Sound(BGM, FX) 제작 

◎ Level Balancing 

◎ 캐릭터 등장 패턴 추가 

◎ 재미 요소 연구 

◎ UI 개선 

◎ Android 에 광고 적용 

2012-05-04 2012-05-21 

테스트 

◎ 반복 플레이를 통핚 재미 검증 2012-05-04 2012-05-30 

◎ 안정화 테스트, 버그 수정 2012-05-04 2012-05-31 

◎ 모바읷 성능 테스트 2012-05-04 2012-05-30 

최종 보고서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젂시회, 시연 죾비 2012-05-21 2012-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