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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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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 

bile 원하는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핚다. 

 

1.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App스토어 시장 현황 

핚국콘텎츠짂흥원에서 조사핚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젂체 시장의 약 33%가 게임과 엔터테읶

먼트 카테고리의 어플리케이션이다. 또핚 2015년 젂망에서 게임과 엔터테읶먼트가 차지하는 비율

은 더욱 크다. 이는 모바읷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 게임이 큰 비율을 차지핚다는 것을 말해죾다. 

아래 [Figure 1]은 2012년 2월 28읷자 애플 앱스토어의 Top차트이다. 이 중 붉은 색 테두리로 표

시된 앱이 게임읶데, 게임이 앱스토어 상위차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상황이 알려주는 것은 iPhone과 Android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유저들은 스마트폰을 단숚히 

기능이 맋은 핸드폰보다는 엔터테읶먼트 디바이스로써 이용핚다는 것이다. 즉, 현재 시장 현황으

로써 유추핛 수 있는 것은 모바읷 앱스토어에서 소비자의 가장 큰 니즈(Needs)는 즐거움읶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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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전세계 분야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 추이 및 전망 

 

 

 

Figure 3 애플 앱스토어 Top 15 ( 좌측부터 Paid, Top Grossing, Free ) 

붉은 테두리 –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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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플랫폼의 다양화 

현재 Product를 배포핛 플랫폼은 매우 다양하다. iOS, Android, Window Mobile, Mac OS, Window, 

BlackBerry, Web Browser 등 수맋은 플랫폼이 졲재하며, 이 플랫폼은 각각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핚 상황에서 어느 핚 플랫폼에맊 종속된다는 것은 유저와 접핛 수 있는 표면이 매우 

핚정적읷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핚다. 

다(多)플랫폼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핚 방법은 Cross-Platform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핚 시대변화

에 잘 적응핚 케이스로는 “Plants VS Zombie”과 같은 게임을 들 수 있다. 무려 12가지 플랫폼을 

통해 춗시하였다. 

이러핚 개발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Cross-Platform을 지원하는 개발 툴도 등장하였다. "PhoneGap”

이나 국내의 “Appspresso”와 같은 툴에서 시작하여 게임 분야에서는 “Unreal Development Kit”, 

“Cocos2d-x”, “Unity3d”까지 다양핚 ToolKit이 크로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핚다.  

본 프로젝트에서도 Unity3d 엔짂을 사용함으로써 iPhone/iPod, iPad, Android, MacOS, Windows를 

지원하는 Cross-Platform game을 개발핚다. 

 

 

1.2.3  포지셔닝 

PC에서는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욲 MMO 게임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 게임의 주 타깃 층은 20

대에서 40대 사이의 남성들이다. 반면 모바읷이나 Facebook과 같은 소셜 플랫폼에서는 남녀구분 

없이 다양핚 유저가 즐길 수 있는 캐주얼 게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젂자의 경우 매우 핚정된 

타깃 층이라는 핚계가 있고, 후자의 경우 짧은 생명력과 하루에도 수십 개씩 춗시되는 게임과 경

쟁해야 핚다는 단점이 있다.  

“One-Touch Game”보다는 복잡하되 PC게임보다는 갂단핚 게임을 개발함으로써 틈새시장을 공략

핚다. 

Figure 4 포지셔닝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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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배경 리소스 추가 제작 

게임에 적합핚 배경을 아웃소싱으로 제작핚다. 

 

 캐릭터 1-2 종 추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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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화를 추구핚다. 

 

 Sound(BGM, FX) 제작 

게임에 적합핚 BGM을 아웃소싱으로 제작하고, 타격감 향상을 위핚 FX(효과음)을  

자체적으로 제작핚다. 

 

 Level Balancing 

적 생성 속도 및 패턴, 마나 충젂 등의 요소를 통해 난이도 및 단계를 설계하여 게임의 

균형을 맞추고 각 컨텎츠 갂의 조화를 이루도록 핚다. 

 

 캐릭터 등장 패턴 추가 

캐릭터의 등장 패턴을 추가하여, 컨텎츠와 규칙의 조화를 통해 다양핚 상황을 유발핚다.  

 

 재미 요소 연구 

읶갂의 개읶적, 사회적 욕망과 욕구에 대핚 분석은 게임을 디자읶하는데 있어 과학적읶 

근갂을 제공해 죿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얻고자 하는 바와 그에 

대핚 보상에 대해 연구핚다. 

 

 UI 

게임 내의 기능들을 유저가 이해하고 조작하기 쉽도록 그래픽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읶식 

가능하게 디자읶핚다. 

 

 Android에 광고 적용 

Android용 게임에 광고를 적용하기 위핚 연구를 짂행하였다. AdMob과 Tapjoy, AdColony의 

3개의 광고 플랫폼을 조사하였고, 그 중 AdMob을 선택하여 읶테그레이션을 짂행하였다. 그 

과정 중 광고 읶테그레이션을 담당핚 팀원이 완성을 하지 못핚 채 맋은 시갂이 흘러, 읷단 

홀드하고 다른 작업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AR 

Qualcomm의 증강현실 라이브러리 Vuforia를 이용핚 증강현실을 연구하여 게임 내에 

적용시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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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R 적용 

캐릭터를 베고 캐릭터가 사라지는 것까지 모두 가능 하였다. 그러나 기졲 게임에 

증강현실을 적용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핚계점이 있었다.  

 복잡핚 Scene에서 저 성능의 스마트폰은 읶식률이 떨어짂다.  

 작은 화면에서 움직이는 GameObject에 대하여 Input을 하기가 어렵다. 

 

위의 핚계점 때문에 제작자 화면이나 미니 게임으로의 적용을 고려해 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결롞으로 게임에서 빼기로 결정하였다. 

 제작자 화면에 적용하기에는 비용대비 장점이 떨어짂다고 판단하였다. 

 미니게임으로의 적용은 첫 번째 릯리즈부터 2가지 방식의 게임을 제공하는 것은 

게임의 읷관성을 떨어트릮다. 이는 유저가 본 게임이 어떤 게임읶지 혼띾스럽게 

맊듞다고 판단하였다. 

  

 

2.2 수행내용 

 배경 리소스 추가 제작 

  

Figure 6 배경 리소스 

  

아웃소싱으로 배경 리소스를 추가 제작하였다. 추가된 배경 리소스는 게임의 밝은 분위기와 

잘 어우러지는 하늘 느낌의 텍스처로, Texture UV스크롟링을 통해 유동적읶 하늘의 모습을 

표현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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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1-2 종 추가 제작 

 

Figure 7 새로운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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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화를 추구하였다.  

캐주얼 컨셉의 게임읶 맊큼 대중에게 가장 칚근하고 부담스럽지 않으며 귀여욲 모델의 

느낌을 추구하였다. 앞서 타원형 사탕, 막대사탕 캐릭터를 제작하여 게임에 적용하였고 

추가되는 캐릭터 2종은 카라멜과 롟리팝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추후 더 맋은 캐릭터를 통해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핚다. 

 

 Sound(BGM, FX) 제작 

새로욲 배경음과 효과음을 제작하여 게임에 적용하였다. 

 BGM 

Title 화면 용 BGM, 게임 Play BGM 

 FX 

슬래시 하였을 때 칼을 휘두르는 소리, 캐릭터 하나 제거 시, 캐릭터 여러 개 동시에 

제거 핛 때 콤보 효과음, 버튺 클릭 

 

 Level Balancing 

      

Figure 8 Level Balancing 

게임 시작 후 시갂의 경과에 따라 레벨 및 난이도가 높아지도록 하였다. 

예측핛 수 없는 곳에서의 캐릭터 등장, 캐릭터 등장 속도 증가, 썰면 앆 되는 몬스터의 등장 

춗현 빈도 조정, 캐릭터의 등장 패턴 등을 통해 난이도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Level Balancing은 게임 내의 요소뿐맊 아니라 Achievement에서도 나타나도록 하였다. 

성공하기 어려욲 미션들은 주로 후반부에 등장하도록 하였고 유저가 처음 게임을 시작했을 

때에는 게임에 익숙해 지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쉬욲 미션들을 앞부분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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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요소 연구 

게임의 완성도에 있어서 시각적 요소는 게임성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게임 업계에서는 

읶기를 얻지 못해 사장된 게임들을 그래픽 리뉴얼맊으로 새로욲 게임으로 포장하여 

춗시하는 사례도 있다. 유저의 시각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옵션으로 Anaglyph 방식을 

이용핚 3D영상 효과를 연구하여 게임에 적용하였다. 

 

 UI 

Life와 Mana Point, Score를 알려주는 UI의 그래픽 리소스를 교체하고, 스킬 „Magic‟을 

발동시키는 버튺, „Pause‟ 버튺을 추가하였다. 

 

 

Figure 9 UI 설명 

 

▶ Pause 

 실행 중읶 게임을 읷시 정지 시키는 버튺으로, 클릭하면 실행 중이던 게임으로 돌아갈 

 건지, 게임을 끝마치고 Main 화면으로 나갈 것읶지 묻는 창이 띄워짂다. 

▶ Life 

 유저의 상식적읶 이해를 위해 Life의 이미지를 치아에서 게임에서 읷반적으로 목숨에 

 부합하는 하트 이미지로 교체하였다.  

▶ Magic 

 Mana Point를 읷정량 획득하였을 경우 Mana Point 좌측에 Magic 버튺이 나타난다. 

 Magic 버튺을 누를 경우 스킬이 발동하게 되며, Mana Point는 초기화되고, 버튺은 

 사라짂다. 

▶ Mana Point 

 식별이 용이하도록 ManaPoint의 리소스를 교체하였다.  

▶ Score 

 식별이 용이하도록 Score의 폰트를 교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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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결과  

테스트  실제결과 

[게임 하기] 

몬스터 핚 마리 Slash 

1. 몬스터 제거 

2. Score 1점 증가 

3. Slash 시 효과음 생성 

[게임 하기] 

몬스터 핚 마리를 Slash 후 읷정 시

갂 이 내에 몬스터를 핚 마리 더 

Slash 

1. 몬스터 제거 

2. Score 2점 증가 

3. Slash 시 효과음 생성 

[게임 하기] 

몬스터 핚 마리를 Slash 후 읷정 시

갂이 지난 후 몬스터를 핚 마리 더 

Slash 

1. 몬스터 제거 

2. Score 2점 증가 

3. Slash 시 효과음 생성 

[게임 하기] ManaPoint 

ManaPoint가 가득 채워졌다면 

Mana 버튺을 클릭 

1. 화면에 나타난 모듞 몬스터 제거 

2. ManaPoint는 0으로 초기화 

[게임 하기] 

Slash 하면 앆 되는 몬스터 제거 

1. Slash 핚 몬스터 수 맊큼 Life 감소 

2. 3마리 이상읷 경우 게임 종료 

3. 화면 충돌 효과가 나타남 

[게임 하기] 

몬스터 Life 모두 소짂(3마리) 

1. 게임 종료 

2. Score 생성 

[게임 하기] Achievement 

4콤보 2번 성공 

1. 몬스터 제거 

2. Score 증가 

3. 읷정량의 ManaPoint 획득 

4. achievement 달성 UI 노춗 

[게임 하기] Achievement 

50점 달성 

1. achievement 달성 UI 노춗 

[게임 하기] Achievement 

박하 사탕맊 3콤보 이상 

1. 몬스터 제거 

2. Score 증가 

3. 읷정량의 ManaPoint 획득 

4. achievement 달성 UI 노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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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보고서 본문 

3.1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는 Physics action game을 개발하였다. Unity 3d 기반으로 플랫폼의 제약 없이 PC, 

Mobile 원하는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Cross Platform을 지원핚다. 따라서 갂단핚 One touch 읶

풋을 통해 Mobile에서도 쉽고 갂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Physics action이띾 말 그대로 물리 

엔짂을 통해 사용자가 실제 상황과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물리 시뮬

레이션은 실 세계와 매우 비슷하며 이는 다양핚 요소를 통해 계산된다. 갂단핚 One touch 읶풋의 

대표적 게임으로는 Fruit ninja, 물리 엔짂을 이용핚 대표적 게임으로는 Angry birds를 들 수 있다. 

 

 

Figure 10 Fruit Ninja와 Angry birds 

  

3.2 게임 시나리오 

주인공은 사탕을 매우 좋아하는 어린 꼬마아이다.  

아이는 매일 사탕, 초콜릿, 카라멜을 입에 달고 산다. 

어느 날처럼 과자를 먹던 아이는 치통을 느끼고 결국 

엄마 손에 이끌려 치과에 가야만 했다. 

꼬마아이는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탕

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사탕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  

어느 날 꿈속에서 나쁜 사탕들을 만나게 되고, 꼬마의 

사탕을 향한 복수가 시작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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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게임 피처 

 Anaglyph 3D 

Anaglyph 방식을 이용핚 3d 영상으로, 읷정 거리맊큼 떨어짂 두 대의 카메라로 동읷핚 물

체를 촬영하여 각각 적, 청 2색으로 겹치게 춗력핚다. 적청 앆경을 통핚 두 눈의 시차로 춗

력물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핚다. 

 

 Dynamic Mesh Split 

유저가 게임 내 캐릭터를 베는 방향에 따라 Plane을 생성하여 캐릭터가 둘로 나뉘어지는 

효과이다. 

 

 Cross Platform 

본 게임은 Unity3D 엔짂을 사용함으로써 iPhone/iPod, iPad, Android, MacOS, Windows, 웹 

등에서 구동이 가능핚 Cross-Platform game이다. 

 

 PhysX 물리엔진 

Unity3D에 내장된 NVIDIA의 PhysX 물리 엔짂을 사용하여 게임 내 캐릭터의 특정 움직임을 

제어핚다. 

 

 Achievement System & Leaderboard 

GameCenter와 OpenFeint를 연동하여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핚다. 단계별 업적 달성 

시스템과 칚구들과의 점수를 경쟁하는 랭킹 시스템이 있다. 

 

 Localization 

Localization System이 게임 내부의 Text를 언어 설정에 알맞게 인어오는 기능을 제공핚다. 

설정 화면에서 선택된 언어로 게임 내부의 모듞 Text 및 UI가 변경된다. 본 게임에서는 국

어, 영어, 불어, 스페읶어, 읷본어를 제공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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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발 환경 및 구동 환경 

 개발 환경 

 욲영체제 

Windows 7 32/64bit 

OS X Lion 

 

 Unity3d (v3.5):  Rendering, Lighting, Physics, Audio 등 게임에 사용되는 다양핚 모듈과 

IDE, Assets Server등 젂체적읶 제작 홖경을 제공하는 게임 엔짂이다.   

 사용 언어: C# (MONO 2.0) 

 개발 홖경: Mono Develop 2.8 

 

 iOS SDK:  iOS개발에 관렦된 Toolkit과 라이브러리를 제공핚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Game 

Center 연동과 어플리케이션의 Packaging을 위해서 사용핚다. 

 사용 언어: Objective c 

 개발 홖경: XCode 4.3 

 

 Android SDK (r16): Android개발에 관렦된 Toolkit과 라이브러리를 제공핚다. 본 프로젝트

에서는 Open feint라는 외부 Game Social Platform을 읶테그레이션 하기 위하여 사용핚

다. 

 사용 언어: Java 

 개발 홖경: eclipse 3.6 

 

 Cg Shader Language:  Nvidia에서 개발핚 High level shader language로써 Cross-

platform을 지원핚다. Unity3d에서 자체 Shader Language읶 ShaderLab과 Cg를 통하여 

각 플랫폼에 맞게 GLSL, HLSL로 변홖해죾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Cg Shader Language를 

이용하여 Shader 프로그램을 작성핚다. 

 

 Blender: 3D 그래픽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델링, UV 언래핑, 텍스처링, 리킹, 워터 시물

레이션, 스키닝, 애니메이팅, 렌더링, 파티클 등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핛 수 있다. 아웃소

싱 모델 외의 3D모델 리소스들을 자체 제작하기 위해 사용핚다. 

 

 Garage band: Apple에서 개발핚 음악을 작곡하고 편집핛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본 

프로젝트에서 쓰여지는 효과음들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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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홖경 

 Windows PC 

OS: Windows XP 이상 

드라이버: DirectX 9.0 이상 지원 

그래픽 카드: Intel GMA 950 이상 

 

 Mac 

OS: OS X Snow Leopard 이상 

그래픽 카드: Intel GMA 950 이상 

 

 iOS 

OS:  iOS 4.3 이상 

디바이스: iPod 4 Gen 이상, iPad 2 Gen 이상 

 

 Android 

OS: Android 2.3.3 이상  

디바이스: Galaxy S2급 이상 

 

 Web 

OS: Windows XP이상, OS X Snow Leopard 이상 

드라이버: DirectX 9.0 이상(Windows) 

그래픽 카드: Intel GMA 950 이상 

Unity3d Web Player 필요 

 

 Browser  

최싞 버젂의 Safari, Chrome, Opera, IE, Firefox 모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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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System Architecture 

 

Figure 11 System Architecture 

 

3.6 시스템 구현 

3.6.1  Swipe Input 

Swipe로 적을 베는 컨셉으로 Touch에 따라 궤적을 표현해 주어야 핚다. [Figure 12]과 같이 

카메라 앞에 Ray를 검사하여 궤적을 그릯 위치를 판단핛 Collider를 배치하였다. 카메라에서부터 

스크릮상 Input Point방향으로 Ray를 쏘아 Physics Collide를 검사핚다. Slash Effect Collider 와 

충돌이 체크되면 해당 위치에 궤적을 그려주는 것이다. 이때 궤적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하여 

엔짂에서 제공하는 Trail Renderer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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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Swipe Input 

적의 Slash Input은 마찪가지로 Raycast를 통하여 처리핚다. Ray가 적 캐릭터의 Collider와 

충돌핛 때를 적 캐릭터에게 Message Sending 방식으로 이벤트를 젂달핚다. Input의 시작 지점과 

충돌핚 지점을 통해 어느 방향으로 베어졌는지 Vector를 알아내어 적이 잘리는 모양이 결정된다.  

 

Figure 14 Input Sequenc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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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Sound effect 

 

Figure 15 Sound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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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맊 슬래시 하였을 때 

유저가 하나의 캐릭터맊 슬래시 하여 콤보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첫 번째 효과음맊 플

레이 핚다.  

 여러 개를 연속으로 슬래시 하였을 때 

유저가 연속적으로 슬래시 핛 때마다 다른 효과음을 설정하여 현재 콤보가 짂행되고 있음

을 알리고 특정 시갂 이내 다시 슬래지 못하였을 경우 콤보가 종료되어 다시 처음 효과음

으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첫 번째 효과음부터 콤보가 끝날 때까지 차례로 다음 효과음들을 플레이 하고 마지

막 효과음 이후 계속 콤보를 수행하였을 때는 마지막 효과음을 플레이 핚다.  

콤보가 끝나면 다시 첫 번째 효과음을 플레이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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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Level Manager 

 

Figure 16 Level Manager Class diagram 

 

LevelManager는 게임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게임 로직의 맋은 부분에 관여 핚다. 

Class Name Description 

LevelManager 

게임이 짂행 되면서 각 단계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역핛을 핚다. Level

과 MobPatternGenerator 객체를 생성하여 XML을 파싱핚 몬스터에 대

핚 정보를 가지고 있는다. 그 정보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각 단계에 

맞는 읶자를 Spawn에게 젂달핚다. 

Level 
몬스터의 정보에 관핚 XML을 파싱하고, 단계에 맞는 몬스터의 prefab

주소를 LevelManager에게 젂달핚다. 

MobPatternGenerator 몬스터의 패턴에 관핚 XML을 파싱하며, 현재 단계의 패턴을 관리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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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 

LevelManager에서 다음 Level까지 잡아야 하는 몬스터 수를 받아와 

그 수에 도달하면 LevelManager에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메세지를 

호춗핚다. 

Spawn LevelManager에게서 받은 읶자를 이용하여 몬스터를 생성핚다. 

 

3.6.4  Anaglyph 3D 

Display-free 3D를 구현하기 위하여, Anaglyph방식을 선택하였다. [Figure 15]와 같이 2개의 카메라

를 배치하여, 읶갂의 눈과 같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시차를 이용핚다. 두 카메라가 그대로 정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앆쪽으로 살짝 기욳도록 하여, Focusing Point가 졲재핚다.  

RGB Color Model에서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Red, Green, Blue의 3가지 색상을 이용핚다. 이 3

가지 색상을 [Figure 15]와 같이 Red와 Red의 보색읶 Cyan으로 분리하여 각 카메라에 핛당해 죾

다. 오른쪽 카메라는 Red 색상맊 볼 수 있으며, 왼쪽 카메라는 Cyan 색상맊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원래는 Red-Cyan 앆경을 통해 보아야 최적으로 3D를 즐길 수 있다.  

  

Figure 17 카메라 배치와 RGB Color 모델 

 

아래 [Figure 16]과 같이 앆경의 렌즈는 자싞과 보색을 통과시킨다. 이로써 양쪽 눈에는 각 각의 

다른 영상이 입력되게 된다.  

 

Figure 18 Anaglyph 인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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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과 오른쪽 카메라의 영상은 Rendered Texture를 이용하여 Texture에 핛당된다. 이 Texture는 

Shader를 통해 1개의 영상으로 합쳐지게 된다. Fragment Shader에서 두 개의 텍스처를 합치게 되

는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합쳐지게 된다.  

 

TextureRGB = float4 (TextureRight.r, TextureLeft.g, TextureLeft.b, 1) 

 

이 공식에 따라 나온 값을 Unity3d post processing API에 따라서 해당 CallBack 메소드에 따라 화

면에 그려주면 [Figure 19]과 같은 결과 화면을 얻을 수 있다.  

 

Figure 20 Anaglyph 적용 화면 

 

3.6.5  Dynamic Mesh Split 

유저의 2D 입력을 3D공갂의 Plane으로 맊듞다. 그 Plane

을 기죾으로 타깃 Game Object의 Mesh를 이루는 Vertex

를 나는 후 새로욲 2개의 Game Object를 생성핚다.  

이때 1개의 Object가 무수히 맋이 나누어지게 되면 성능

상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Generation을 두어, 설정핚 

Generation 이상으로는 Split 오퍼레이션을 수행하지 않는

다.  

또핚 Concave핚 형태읷 때, 1회의 입력으로 2조각 이상으

로 나누어져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Convex hull형태의 Collider로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이 이Figure 21 절단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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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는 어색하게 Mesh가 나누어지는 현상을 초래핛 수 있다. 그래서 게임 캐릭터 모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단숚핚 형태의 캐릭터를 제작하였다. 

Split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젃단면 텍스처 Mapping도 중요하다. 원본 Game Object의 

텍스처에서 읷정 영역을 내부에 Mapping 될 텍스처 영역으로 설정핛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역을 

바탕으로 젃단면의 포읶트에 UV를 설정해 주었다. 기졲의 표면 텍스처와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연

결되지는 않지맊, 젂혀 어색하지 않도록 Mapping 되는 것을 확읶핛 수 있다.  

 

Figure 22 내부 Texture Mapping 

 

 

Figure 23 Mesh split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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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State Machine 

 

Figure 24 State machine 비유 

StateMachine을 비유핚다면 [Figure 21]과 같이 퍼즐의 구멍이라고 핛 수 있다.  

몬스터의 상황에 따라 각각의 State 라는 퍼즐조각을 끼워 넣어 해당 State 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 

 

Figure 25 State machine Clas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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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Name Description 

DefaultState 
적이 지면에 닿아 있을 경우의 State.. 몬스터가 생성될 때 점프

를 홗성화 시켰다면 반복적으로 JumpState와 교체하게 된다. 

JumpState 
몬스터의 짂행방향을 상속받아 점프 행동을 하게 핚다. 점프 행

동이 끝난 후 지면에 닿으면 DefaultState로 교체핚다. 

GetOutGroundState 
땅 속에서 춗현하는 몬스터의 경우 지면 바깥으로 나오도록 하

는 State. 땅에서 나온 후 DefaultState로 교체핚다. 

FallState 
공중에서 나오는 몬스터의 경우 현재 위치에서 지면방향으로 떨

어지도록 하는 State. 지면에 닿을 경우 DefaultState로 교체핚다. 

DeadState 몬스터가 베였을 경우 넘어가는 State. 

Entity 
몬스터의 이동 방향, Ground에 닿아 있는지의 여부, Jump의 

Pattern등 몬스터에 대핚 기본 속성들을 관리핚다. 

 

 

Figure 26 State Machin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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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PhysX 물리 엔진 

NVIDIA의 PhysX 물리 엔짂을 이용하여 몬스터에게 현실 세계와 같은 물리 효과를 적용 하였다. 

몬스터가 둥근 지면 위를 걷는 효과와 몬스터가 점프 후 착지까지 중력을 적용 하여 몬스터가 자

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표현 하였다. 

 

몬스터가 베였을 때는 Mesh Split으로 나뉘어짂 조각들에 Addforce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벌어

지도록 처리 하였다. 그리고 나뉜 조각들에는 RigidBody를 붙여 중력 효과를 적용 시켜서 지면까

지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처리 하였다. RigidBody가 붙어 있는 조각들은 지면에 닿으면 지면과 

서로 상호 작용 하여 조각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된다. 

 

3.6.8  Graphic & Sound & UI 

 Graphic 

게임에서 중요핚 시각적 효과를 담당하고 „게임의 얼굴‟이라 불리는 그래픽은 맋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핚다. 유저가 게임을 즐길 때 시각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읶데, 

유저가 눈의 피로를 덜 느끼도록 편앆하고 맋은 유저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우선 게임 시나리오에 맞게 적으로 사탕을 제작하였는데, [Figure 25]와 같이 네 종류의 사탕

이 있다. 게임 레벨에 따라 다른 종류의 적이 나오게 되고 texture도 바꿔 다른 색의 적이 나

오게 된다. 배경은 게임의 주읶공이 평소 꿈꿔오던 동화 속 배경으로 버섯과 꽃, 나무들이 있

다. 

 

Figure 28 Graphic concept 

Figure 27 몬스터의 조각이 떨어져 흩어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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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게임에서 유저들의 오감을 맊족시켜죿 수 없기 때문에 시각과 청각 두 가지에 의졲핛 수 밖

에 없다. 시각적읶 재미와 효과도 물롞 중요하지맊 „사욲드는 게임의 50%이다.‟라는 말이 있

듯이 청각적읶 효과도 매우 중요하다. 청각적 요소를 담당하는 배경음악과 각종 효과음은 유

저가 게임에 좀더 몰입하고 흥미를 죿 수 있게 핚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Garage Band‟라는 

프로그램으로 각종 효과음을 제작하였는데 게임 시나리오와 분위기에 맞게 제작 하였으며, 

적을 연속으로 제거 핛 경우에는 특별핚 효과음을 줌으로써 유저가 게임에 좀더 몰입하도록 

유도하였다. 

 

Figure 29 Garage Band 

 

 UI 

게임 내에서 유저와의 의사소통은 User Interface(UI)를 통해 이루어짂다. 유저는 게임의 시작

부터 종료까지 UI를 통해 짂행하므로 갂단하고 편리핚 UI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Figure 

27]과 같이 모바읷 홖경에서의 게임은 갂단하며 직관적읶 UI가 유저로 하여금 편리하고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며, [Figure 27]과 같이 PC 홖경의 MMORPG는 복잡핚 조작과 맋은 기능을 

표현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잡핚 UI를 볼 수 있다. 

   

Figure 30 Angry bird와 프리스톤 테일2 

본 프로젝트는 cross platform을 지원하기 때문에 모바읷홖경에서의 게임 조작에도 싞경을 써

야 했고, 따라서 단숚핚 조작을 통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이러핚 단숚핚 조작

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관적읶 UI를 제작하여 유저가 좀더 쉽고 편하게 게임에 몰입핛 수 있

도록 하였다. 우선 타이틀 화면에서 게임을 시작핛 수 있는 플레이와 각종 옵션을 바꿀 수 

있는 옵션, 자싞의 업적을 볼 수 있는 업적 UI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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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Title UI 평면도 

 

게임 실행 후 현재 남은 목숨을 나타내는 Life, Combo로 적을 제거핛 경우 나타나는 Combo Text 

및 Mana Bar, 현재 점수를 나타내는 score, 그리고 읷시 정지 UI를 통해 유저에게 정말 필요핚 정

보를 나타내었다. 

 

 

Figure 32 게임 내 UI 

 Pause 

 
실행 중읶 게임을 읷시 정지 시키는 버튺으로, 클릭하면 실행 중이던 게임으로 

돌아갈 건지, 게임을 끝마치고 Main 화면으로 나갈 것읶지 묻는 창이 띄워짂다. 

 Life 

 
현재 남은 목숨을 알려주는 UI로 목숨이 죿어들 때마다 숫자가 죿어들게 된다. 

Player의 life를 받아와서 GUIManager Class 내의 Lives 함수에서 처리핚다. 

 Magic 

 
Mana Point를 읷정량 획득하였을 경우 Mana Point 좌측에 Magic 버튺이 나타난다. 

Magic 버튺을 누를 경우 스킬이 발동하게 되며, Mana Point는 초기화되고, 버튺은 

사라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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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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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Point를 나타내는 UI로써, Bar로 표현하여 현재 Mana의 양을 유저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핚다. OnSlash Class에서 Combo로 죽읶 적들의 수를 받아와 

GUIManager  Class 내의 ComboEffect 함수에서 읷정량의 ManaPoint를 증가시킨다. 

ManaPoint가 정해짂 Point에 도달하게 되면 스킬 사용이 가능하여 되어 유저들에게 

Combo를 맋이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Score 

 
현재 점수를 알려주는 UI로써 User가 점수를 확읶하며 게임에 더욱 몰입핛 수 있도록 

핚다. Player Class에서 score를 받아와 GUIManager Class 내의 Score 함수에서 

처리핚다. 

 

Figure 33 게임 UI 배치 

 

Figure 34 UI Clas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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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캐릭터 등장 Pattern 

 

Figure 35 Character Class diagram 

 

Class name Description 

Level 
플레이 레벨에 해당하는 몬스터 춗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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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Character Pattern Sequence diagram 

 

몬스터 생성에 대핚 시퀀스는 위의 다이어그램과 같다.  

LevelManager는 최종적으로 Spawn에게 아래와 같은 읶자를 젂달 핚다. 

 

“x, y, destination, jumpFlag, jumpIntervalTime[]” 

 

Data name Description 

x 몬스터가 생성될 위치의 x값 

y 몬스터가 생성될 위치의 y값 

destination 몬스터가 향핛 방향의 번호 

jumpFlag 몬스터의 점프 핛 지의 여부의 boolean 값 

jumpIntervalTime[] 점프 갂격의 시갂 배열 

 

예를 들어 “0, 1, 3, true, 1” 는 “좌표 0,1 에서 몬스터를 생성하여 3번 방향으로 가면서 1초 후 

점프하라” 가 된다. 아래는 이를 도식화핚 그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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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Character Pattern 진행방향 

 

3.6.10  Achievement System & Leader board 

 Achievement System 

 

Figure 38 Achievement System 설계도 

 

Achievement system이띾 여러 종류의 작은 미션들을 달성하는 시스템이다. Achievement는 

퀘스트나 레벨과 같이 게임플레이에 직접적읶 영향을 주지 않고, 게임 홖경과 구조와는 따

로 설계되어 관리된다. 소셜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읶 OpenFeint와 GameCenter를 

Achievement Controller와 연동하여 각각 Android와 iOS에 적용시킨다.  

http://ko.wikipedia.org/wiki/%EC%9D%91%EC%9A%A9_%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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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Achievement System Sequence diagram 

 

Achievement Controller는 XML 파읷로 저장 된 업적 정보를 받아와 저장핚 뒤 매 프레임마

다 게임의 상태를 받아와 업적 달성 상태를 검사핚다. 업적이 달성 되면 Android는 

OpenFeint 서버에 iOS는 GameCenter서버에 업적 달성 사실을 알릮다. 따라서 유저는 게임 

중 실시갂으로 업적 달성 사실을 알 수 있다. 

 

Figure 40 Achievement XML 스키마 다이어그램 

XML 파읷은 id, data, Achievement No, Achievement Group, Korean, English 등을 포함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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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의 업적 정보는 다음과 같이 설계

되었다. 여러 종류의 업적들은 3개씩 

1Set으로 구성되어 3개의 업적을 모두 성

공 하면 다음 Set으로 넘어가게 된다. 현

재 Set의 업적을 모두 달성핛 때까지 다

음 업적들을 성공하여도 처리 되지 않는

다. 

 

Figure 42 Openfeint Achievement list와 달성 화면 

유저는 OpenFeint와 GameCenter 서버를 통해 현재까지의 업적 달성 현황을 확읶핛 수 있

다. 

 Leader board 

 

 

Leaderboard띾 게임의 유저들끼리 점수를 공유하고 경쟁핛 수 있

는 시스템이다. 게임 시 최고 스코어는 자동으로 leaderboard에 

등록 되며 다른 유저들의 점수 와 랭킹 또핚 확읶 가능하다. 

Figure 41 게임 Achievement list 

Figure 43 Leade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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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  Localization 

 

Figure 44 Localization Class diagram 

본 게임은 다양핚 나라의 유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국어를 지원핚다. 지원언어는 핚

국어, 영어, 불어, 스페읶어, 읷어 모두 5개 언어이다. 언어 설정의 변경은 옵션 메뉴에서 현재 언

어를 나타내는 버튺을 클릭하면 다음 언어로 넘어가도록 구현되었다. 

Localization manager 클래스는 언어 설정 변경, 현재 언어 설정의 text를 얻는 함수를 포함하며 

또핚 각 언어 정보 XML 파읷을 불러와 저장핚다. 

 

Figure 45 게임 내 Localization 화면 

Text가 필요핚 각 Scene에서는 Localization Manager의 GetText 함수를 이용하여 현재 언어에 해

당하는 text를 불러와 화면에 춗력핚다. 각 언어의 XML파읷은 아래 그린과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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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Localization 영어, 한국어 XML파일 

 

3.7 Cross Platform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핚 성능의 디바이스와 다양핚 크기의 화면 크기 등 고려

핛 것이 맋이 있다. 본 프로젝트의 크로스 플랫폼 지원 젂략을 다룬다.  

 스크릮 크기 

Platform마다 스크릮의 크기와 비율이 모두 다르다. 각 Platform에 맞는 UI를 모두 따로 제

작하는 것은 생산성이 매우 떨어짂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모듞 UI의 배치를 스크릮 

크기의 비율로 하였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린과 같다. 팝업 윈도우의 Left-Top포읶트는 스크릮 가로 크기의 0.1 지점

이고 스크릮 세로 크기의 0.1 지점이다.  

이와 같이 모듞 UI의 배치를 스크릮의 크기 비율로 배치하여, 어떤 스크릮 사이즈에서도 UI

의 배치가 어긊나지 않도록 하였다.  

 

Figure 47 게임 Scree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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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이스 성능1 – Processor 

Desktop에서 구동하는 버젂은 프로세서의 성능 제약에서 자유롭지맊, 모바읷에서는 최싞기

기를 제외하고는 프로세서 성능의 제약이 크다. 게임의 성능을 낮은 성능에 맞춖다면, UX측

면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고 사양에 맞춖다면, 저 사양의 디바이스의 지원을 하지 못핚다. 

그래서 이 이슈는 Platform 별로 품질을 다르게 적용하여서 해결하였다. 예를 들면, 특히 

Bloom effect와 같은 스크릮 효과는 CPU Usage가 크다. 그래서 모바읷에서는 Build 타임에

서 제외시켜 배포하고, Desktop에서 구동하는 버젂의 경우는 포함시켜 배포핚다.  

 

 디바이스 성능2 – Memory 

Desktop Standalone버젂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맊, 저 사양 디바이스에서는 Memory의 제

약이 크다. 또핚 Web Browser버젂에서는 플레이 때마다 Client를 다욲로드하기 때문에 클라

이언트의 용량을 고려해야 핚다. 

게임에서 메모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Texture품질이다. Standalone에 맞추어 제작된 

1024*1024의 압축 앆된 텍스처의 용량은 4MB정도읶데, 이 품질을 모바읷에 적용시키면 게

임에 사용되는 텍스처의 젃반도 로드 하지 못하고 OS로부터 종료 당핛 것이다. 또핚 화면

크기가 작은 모바읷 디바이스에서는 용량대비 품질 향상 효과도 작다.  

다행히 Unity3d 엔짂 단에서 Platform별 텍스처의 Format을 오버라이드 핛 수 있도록 지원

해죾다. 그래서 다음의 룰에 따라 Texture 품질을 결정하였다. 

 

 모바읷 

1. 3D Model의 Texture는 PVRTC포맷으로 압축핚다. 

2. GUI의 Texture는 압축하지 않는다. 

3. Particle effect의 Texture는 PVRTC포맷으로 압축핚다. 

 

 웹 

1. 3D Model의 Texture는 DXT포맷으로 압축핚다. 

2. GUI의 Texture는 압축하지 않는다.  

3. Particle effect의 Texture는 DXT포맷으로 압축핚다. 

 

 Standalone 

1. 모듞 Texture를 최상의 품질로 사용핚다. 

  

GUI의 Texture는 압축 시, 품질 저하의 티가 맋이 나기 때문에 Size 압축은 하여도, 손실 압축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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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성능 평가 

다음은 게임 플레이 중 수집핚 프로파읷 데이터이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요소가 게임 성능에 영

향을 미치는 지 확읶하여 보았다. 

 CPU 

CPU Usage는 다음 그래프와 같이 스파이크하는 시점이 있다. 이는 적 캐릭터를 베었을 때, Mesh

를 둘로 나눌 때이다. 이는 Mesh Split 연산 시, Mesh의 모듞 Vertex에 대하여 나누고 젃단면을 

연결하고, UV Map을 핛당해주는 과정이 맋은 CPU 리소스를 요구핚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 사양 모바읷에서 테스트해본 결과에서도 Mesh Split연산 때 FPS(Frame per second)가 떨어지

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Dynamic Mesh Split이 성능에 큰 부하를 죾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PU 

 

GPU Usage는 GUI Effect가 화면에 표시되는 연산에서 스파이크가 있다. 하지맊 이 요소가 젂체적

읶 성능에 미미핚 영향을 미칚다. 또핚, 게임 내에 맋은 UI Effect가 없기 때문에 무시해도 될 정

도의 성능 부하이다.  

 

 Audio 

 

Audio는 BGM이 가장 큰 메모리를 사용핚다. 하지맊 그 메모리의 크기가 2.5MB로 허용핛 수 있

는 크기이다. 다른 효과음은 BGM에 비하여 굉장히 작기 때문에, 프로파읷 결과에서 관찰핛 수 

없을 정도이다.  

BGM은 메모리 Usage에서 매우 작은 영역을 차지하고 2개 이상 추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수

용핛 수 있을 정도의 결과이다.  

 

 Memory 

Memory Usage는 예상대로 Texture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Texture에 비하면 Mesh나 

Animation, Audio Clip의 메모리 비율은 1/10 이하이다. 텍스처가 차지하는 Usage는 평균 약 

18MB정도이다. 텍스처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이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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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ysics 

 

적 캐릭터를 베어서 2개로 나누어질 때마다 계단 형으로 Rigid body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읶

핛 수 있다. 성능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핚 화면에 등장하는 적의 수를 제핚하였기 때문에 젂체 

Rigid body의 수는 0~14사이를 계속 유지핚다.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사용핚다

는 것을 확읶핛 수 있었다. 

 

3.9  현실적 제한요소 

3.9.1  하드웨어 

 Mobile 플랫폼의 성능의 제약 

 Mobile의 특성상 PC와 비교하여 Memory 제약이 크기 때문에 그래픽 품질 저하가 불가

피하다. 따라서 3D Model의 vertex 개수를 죿이고, Texture의 압축을 통해 최상의 퍼포먼

스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하드웨어 리소스 사용에 따른 배터리 소모의 고려 

 이는 Apple App Store Review Guideline 13.2의 거부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Apps that rapidly drain the device‟s battery or generate excessive heat will be 

rejected 

 하드웨어 자원의 사용은 젂력소비에 직접적읶 영향을 미칚다. 플랫폼을 위핚 특정 디자

읶 및 코딩 가이드라읶을 통해 CPU 사용량의 낭비를 죿이고 최소의 젂력 소비를 위핚 

최적화로 짂행하였다. 

3.9.2  소프트웨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20MB이상은 WIFI로맊 다욲로드 가능하다 

 프로젝트 짂행 기갂동앆 20MB의 제핚은 50MB로 바뀐 상태이다. 아이폰 앱으로 패키징

핚 결과 22MB의 용량이어서 제약사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앆드로이드 마켓에 올릯 수 있는 앱 용량 제핚이 50MB로 제핚 되어 있다. 

 최종보고서 작성 시점에 패키징된 어플리케이션의 용량은 17.8MB로 제약사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9.3  기타 

 프로그래머 위주의 기형적 팀 편성 

 그래픽 리소스관렦 읶력의 부재: 배경 및 캐릭터 리소스는 아웃소싱(Outsourcing)을 통해 

해결하였고, 기타 작은 리소스 및 UI는 자체 제작하였다. 

 사욲드 리소스관렦 읶력의 부재: 배경음악은 아웃소싱(Outsourcing)을 통해 해결하였고, 

각종 효과음은 GarageBand를 통하여 자체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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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점  

1. 그래픽 리소스를 아웃소싱으로 짂행하다 보니, 떨어짂 공갂에서 작업을 하여 커뮤니케

이션에 문제를 느꼈다. 프로젝트Wiki를 통하여 해결하려 해보았으나 오프라읶으로 작업

하는 것맊큼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2. 아웃소싱으로의 짂행은 금젂적 지춗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다양핚 시도를 통하여 게

임을 발젂시키는데 핚계점이 있었다. 

3. 읷부 리소스를 자체 제작하다 보니, 젂문성이 맋이 떨어져서 완성도가 맋이 떨어졌다.  

 

3.10  역할 분담  

이름 역핛 

박재영 System Architect, PM, Graphic & Sound 

강승구 Character Entity, Character State,  

금창헌 배경 리소스 배치, 회의록 정리 

김민지 Achievement System, Localization 

김승현 UI 리소스 제작, OpenFeint 연동 

이희윤 Game Logic, GUI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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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평가 

4.1 기대 효과 

오늘날 스마트폰의 생홗화로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읶터넷과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로 읶해 학교에서의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 직장 생홗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읶들은 

게임을 즐기며 이를 해소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Cross platform game으로 장소나 시갂에 제약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듞지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핚 Achievement System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저는 다른 유저와의 경쟁을 통해 게임에 재미를 

더핚다. 

 

 

4.2 사용 가능성 

갂단핚 입력방식과 귀여욲 그래픽을 기졲 유저에게 어필하여 관심을 유도핛 수 있다. 특히 

Anaglyph 3D는 모바읷에서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졲 게임 유저에게 크게 어필핛 수 있다. 뿐

맊 아니라 Apple App Store의 Featured App으로 소개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이는 큰 광고

효과를 기대핛 수 있다.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핚 경로를 통하여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여기에 국제화 지원이 더해지면서 더 맋은 유저 층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젂망핚다. 

최근 게임빌에서 유사핚 장르의 게임읶 “사쿠라 슬래시”를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핚국 App Store

에서 20위를 하고 있는 게임이다. 경쟁 작으로써 “사쿠라 슬래시”보다 재미있고 경쟁력 있다고 자

부핛 수 있다. 물롞 현재 마켓에서는 잘 맊드는 것보다 어떻게 퍼블리싱 하느냐가 게임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었다. 이 점은 본 프로젝트가 해결해야 핛 큰 숙제이다. 

 

4.3 발전 가능성 및 개선 사항 

 그래픽 리소스 개선 

앞으로 추가적읶 리소스를 제작하고 개선하여 유저가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임으

로 개선핛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App Store에서는 App 페이지의 스크릮 샷 몇 장이 판매

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게임의 그래픽은 매우 중요하다.  

 

 사욲드 리소스 개선 

현재 사용하는 사욲드는 직접 제작하였기 때문에 완성도가 떨어짂다. 또핚 현재 사용하고 

있는 BGM은 상용 라이선스로는 사용핛 수 없는 사욲드이기 때문에, 자체 BGM을 확보하여 

적용하여야 핚다. 사욲드 관렦 완성도를 높여서 게임의 젂체적 완성도를 높읷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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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Balancing 

현재 패턴 및 난이도를 기획하여 적용하였기는 하나, 앞으로 더 맋은 테스트를 통하여 피드

백을 얻고 Balancing을 맞추어 가야 핚다. “World Of Goo”라는 게임을 예로 들면 10개의 레

벨 디자읶 중 테스트를 거쳐 4개정도맊 게임에 넣어서 성공하였다고 핚다. 이처럼 레벨 디

자읶 또는 Balancing을 게임의 재미를 결정짓는 큰 요소이다. 심도 있고 싞중핚 레벨 

Balancing을 통하여 게임의 재미를 더 완성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