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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프로젝트는 Physics Puzzle Platform game을 개발한다. 

먼저 Platform game(Platformer)이란, 플랫폼이 등장하는 게임이다. 플레이어는 플랫폼에서 

플랫폼으로 옮겨 다니며 미션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요소가 점프이다. 

Physics Puzzle이란 말 그대로 물리 엔진을 통해 물리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여 사용자가 실제 

상황과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물리 시뮬레이션은 실 세계와 매

우 비슷하며 이는 다양한 요소를 통해 계산된다. 이에 퍼즐 요소가 더해져 미션을 해결 하는 

방식을 Physics Puzzle이라 한다. Platformer의 대표적 게임으로는 SuperMario, 물리 엔진을 

이용한 대표적 게임으로는Angry birds를 들 수 있다. 

 

본 프로젝트는 위의 장르를 바탕으로 주변 물체나 주어진 상황의 특징을 이용한다. 상황의 

특징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거나 돌아가는 상황의 패턴을 인식하

고 사물끼리의 법칙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퍼즐을 해결한다. 

전체적으로 이 게임은 두뇌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완료하였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는 사고방식의 전환과 공간지각능력, 추리력 향상을 돕는다. 

 

기존에 사용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게임을 참고 하되, 신선하고 새로운 소재와 시나리

오를 통해 재해석 된 새로운 Platform game을 개척한다. 

 

또한 Unity 3d 기반으로 플랫폼의 제약 없이 PC, Mobile 원하는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2] Angry Birds [그림 1-1] Super M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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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ynopsis 

기계가 발전 된 산업혁명의 왕권 시대가 배경이다. 

 

돈이 많은 왕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시간을    왜곡시키는 기계를 발명한다. 

왕은 이 기계를 이용해 천민들을 시간이 빨리 흐르는 지역에      모아 놓고 혹독한 노동을 시킨

다. 반면 본인은 시간이 느리게 가는 지역에 지내며 불로장생을    꿈꾼다. 

 

이 세계는 사회적 계급에 따라 거주지가 나뉘고 시간이 흐르는   속도에 차이가 있다. 계급이 낮

을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공간에 거주하며 계급이 높을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는 공간

에서 여유롭게 생활한다. 왕의 공간에서는 최하층의 천민들은         하루살이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천민들은 태어나서 왕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열심히                  일하여 왕에게 도달할 

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늙어 죽게 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백성들은 왕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고,                어린 아이 몇 명을 선발

하여 높은 계급의 사회로 올려 보낸다. 오랜 시간 동안               모아온 정보를 통해 완성 

된 지도 덕에 왕에 도달하는 길이 단축된다. 

드디어 베일에 싸인 최상위 계층 세계를 향한 꼬마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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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의 목표 

2.1 목표 

본 프로젝트는 유저에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Cross Platform game 개발을 목표로 한다.  

 

2.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2.1  App스토어 시장 현황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전체 시장의 약 33%가 게임과 엔터테인

먼트 카테고리의 어플리케이션이다. 또한 2015년 전망에서 게임과 엔터테인먼트가 차지하는 비율

은 더욱 크다. 이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 게임이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래 [그림2.2.1-1]은 2012년 2월 28일자 애플 앱스토어의 Top차트이다. 이 중 붉은 색 테두리로 

표시된 앱이 게임인데, 게임이 앱스토어 상위차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상황이 알려주는 것은 iPhone과 Android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유저들은 스마트폰을 단순히 

기능이 많은 핸드폰보다는 엔터테인먼트 디바이스로써 이용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시장 현황으

로써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모바일앱스토어에서 소비자의 가장 큰 니즈(Needs)는 즐거움인 것이다.  

 

 

[표2.2.1-1] 전세계 분야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 추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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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플랫폼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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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Berry, Web Browser 등 수많은 플랫폼이 존재하며, 이 플랫폼은 각각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 플랫폼에만 종속된다는 것은 유저와 접할 수 있는 표면이 매우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多)플랫폼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Cross-Platform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변화

에 잘 적응한 케이스로는 [그림 2.2.2-1]과 같은 게임을 들 수 있다. 무려 12가지 플랫폼을 통해 

출시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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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ToolKit이 크로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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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는 Cross-Platform game을 개발한다. 

 

[그림2.2.1-1] 애플 앱스토어 Top 15 ( 좌측부터 Paid, Top Grossing, Free ) 

붉은 테두리 –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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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Plants VS. Zombies Platforms 

 

2.2.3  포지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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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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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다양한 유저가 즐길 수 있는 캐주얼 게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자의 경우 매우 한정된 

타깃 층이라는 한계가 있고, 후자의 경우 짧은 생명력과 하루에도 수십 개씩 출시되는 게임과 경

쟁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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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표2.2.3-1] 프로젝트 포지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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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 이름 방법 성과물 

Bone Animation을 통한 

리소스 절약 

1. Bone animation 제작. 

2. 캐릭터마다 bone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를 각각 모델링. 

3. animation의 bone에 해당되는 모델

의 신체부위를 binding. 

제한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

여 구현된 다양한 캐릭터 . 

최소의 리소스로 최대의 

다양성 추구 기법 연구 

1. 기 구현된 게임 분석 (과거 콘솔게

임 위주로)  

2. 분석을 바탕으로 리소스 활용 

리소스 활용 기법 

Rendered Texture를 이

용한 표정의 구현 

1. Rendered Texture 이론 스터디 

2. 표정 Sprite Animation 제작 

3. Rendered Texture를 캐릭터 얼굴에 

Mapping 

Rendered Texture를 이용한 

캐릭터 표정 모듈 

물리 엔진을 이용한 여러 

가지 장애물의 구현 

1. 타 게임에서 사용된 장애물이나 현

실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관찰 및 

분석. 

2. 물리엔진의 library를 사용하여 특

정 장애물 구현. 

물리 요소가 적용된 장애물 

XML을 이용한 Text 

localization 

1. 기구현 된 localization 시스템 분

석. 

2. Xml을 이용한 Text localization구현. 

사용자 옵션에 따라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localization 

시스템. 

모바일 게임 Input 연구 

1. 기구현 된 게임들을 통해 모바일 

게임의 Input 분석. 

2. 모바일 게임 컨트롤러 구현 

캐릭터를 제어할 수 있게 모

바일 화면상에 보여지는 컨

트롤러. 

인간이 느끼는 재미에 대

한 연구 

1. 사례와 유저 스터디를 통한 자료 

분석 

재미 요소가 고려된 게임 피

처 

게임 개발 방법론 연구 

1. 성공한 프로젝트와 실패한 프로젝

트의 사례 스터디 

2. 스터디 내용을 바탕으로 본 프로젝

트와 알맞은 방법론 개발 

게임 개발에 알맞은 개발 방

법론의 적용 

비즈니스 모델 연구 
1. 성공한 사례와 외부 컨퍼런스 자료

를 분석 
비즈니스 모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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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프로젝트에 알맞은 비즈니스 모

델 개발 

Achievement 시스템 

1. 기 구현된 업적 시스템 분석 

2. 게임 내부 단의 업적 시스템 구현 

3. 외부 Platform(Game Center  

/ OpenFeint )과 연동  

Achievement 시스템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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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오늘날 스마트폰의 생활화로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이나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학업 스트레스,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게임을 

즐기며 해소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Multi-platform game으로 장소나 시간에 제약 받지 않기 

때문에 유저는 언제 어디서든지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단순한 Platform game이 아닌 

Puzzle적 요소를 추가하여 두뇌회전, 추리력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완료하였을 때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3 요구사항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개발환경 

 운영체제 

- Windows 7 32/64bit 

- OS X 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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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ts Server등 전체적인 제작 환경을 제공하는 게임 엔진이다.   

- 사용 언어 : C# (MONO 2.0) 

- 개발 환경 : Mono Develop 2.8 

 

 iOS SDK :  iOS개발에 관련된 Toolkit과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Game Center 또는 Push Notification Service와 같은 iOS의 Native 피처의 사용과 어플리

케이션의 Packaging을 위해서 사용한다. 

- 사용 언어 : Objective c 

- 개발 환경 : XCode 4.3 

 

 Android SDK (r16) : Android개발에 관련된 Toolkit과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본 프로젝트

에서는 Open feint라는 외부 Game Social Platform을 인테그레이션하고 Android 광고 서

비스를 추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사용 언어 :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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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환경 : eclipse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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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tform을 지원한다. Unity3d에서 자체 Shader Language인 ShaderLab과 Cg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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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여 Shader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3.1.2  시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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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hone 3GS 이상, iPod 4 Gen 이상, iPad  1 Gen 이상 

 Android 

- OS : Android 2.3.3 이상  

- 디바이스 : Galaxy S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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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 버전의 Safari, Chrome, Opera, IE, Firefox 모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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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결과물 상세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컨트롤 

State Machine 
캐릭터의 기본적인 행동을 State 

Pattern을 통해 관리한다. 
Class 

이동, 점프, 

언덕 오르기, 

물건 밀고 당기기 

등 상황에 맞는 

캐릭터의 행동을 

각각의 스크립트

로 만든다. 

Entity 
캐릭터의 기본 속성을 관리하고 

상황에 맞게 State를 교체한다. 
Class 

상황에 맞는 스크

립트로 교체 한다. 

Input 

PC/Mac Input 키보드 Input을 받는다. Class  

Mobile Input 

Virtual Pad를 통하여 Mobile 환

경에서 데스크탑의 Input과 동일

한 기능을 한다. 

Class  

그래픽 

Noise Shader 화면에 Noise 효과를 낸다. 
Shader 

Program 
 

Parallax 
배경에 레이어를 여러 겹 두어 이

동 중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한다. 
모듈  

캐릭터 표정 효

과 

Rendered Texture를 이용하여 플

레이어 캐릭터에게 표정을 짓는 

효과를 준다. 

모듈  

Toon Shading 
Cartoon 스타일의 Rendering을 

한다. 
모듈  

말풍선 
캐릭터의 대사가 말풍선을 통해 

나타난다. 
모듈  

사운드 

BGM 
미션이나 챕터에 맞게 BGM을 재

생시킨다. 

모듈 및 

사운드 리

소스 

 

효과음 
이벤트에 맞추어 지정한 

효과음을 재생한다.. 

함수 및 

사운드 리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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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로직 

장애물 

게임 플레이 중 플레이어를 방해 

하거나, 혹은 퍼즐을 풀기 위해 

이용 가능한 장애물을 구현한다. 

Class 

및 Prefab 

기획에 따라 여러 

개가 나온다 

적 캐릭터 
플레이어를 공격 하거나 플레이어

가 이용 가능한 적을 구현한다. 

Class 및 

Prefab 

기획에 따라 여러 

개가 나온다 

Level시스템 
XML로부터 Level의 데이터를 읽

어 Load한다. 
모듈  

UI 

타이틀 
Main Menu에서 사용될 UI의 

Framework이다. 

모듈 및 

그래픽 리

소스 

 

HUD 
플레이 중 표시되는 UI의 

Framework이다. 

모듈 및 

그래픽 리

소스 

 

환경설정 
환경설정 값을 저장하거나 불러온

다. 
함수  

업적관리 

Achievement 

iOS에 GameCenter의 

Achievement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적관리를 한다. 

모듈  

Achievement 

Android에 OpenFient의 

Achievement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적관리를 한다. 

모듈  

광고  
Android에 (Tapjoy/adMob)광고가 

들어간다. 
함수 

Tapjoy/AdMob중 

선택은 향후에 결

정 

국제화  

환경 설정에 따라 해당 언어의 다

이얼로그를 XML로부터 읽어 화면

에 표시한다. 

모듈, 

언어별 

Text데이터 

지원 언어 : 영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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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스템 피처 및 구조 

 
3.2.1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일부를 게임 세계에 적용한다. 특수상대성이론 중 “동시성의 상대성”

으로, 쉽게 말하면 “관측자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관측한다” 라는 이론이다.  

우주여행을 가면 지구에 있는 사람보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서 천천히 늙게 된다는 예에 픽션을 

가미해 게임에 적용한다. Y축을 기준으로 시간의 상대성을 느끼는 가상 세계를 표현 한다.  [그림 

3.3.1-1]와 같이 관측자(플레이어)보다 Y축으로 위에 있는 사물은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아래에 있는 사물은 빠르게 보이는 세계관이다.   

 

[그림 3.3.1 – 1] 상대성 이론 컨셉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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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물리적 성질을 이용한 장애물 

게임 세계의 사물에게 물리적 특성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유저는 게임 속 사물들과 물리적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물리적 특성을 가진 게임 속 사물들을 이용하여 유저는 여러 가지 미션을 해

결한다. 물리적 특성을 가지는 사물에는 “굴러가는 돌”, “공중에서 떨어지는 물체”, “스프링”, “흔들

리는 다리” 등이 있다. 

 

3.2.3  Localization 

Localization System 모듈은 게임 내부의 Text를 언어 설정에 알맞게 읽어오는 기능을 제공한다. 

환경 설정에 따라 지원하는 범위 내의 언어를 설정하면 그 언어로 게임 내부의 모든 Text 및 UI

가 변경된다. [그림3.3.3-1] 과 같이 유저는 환경설정으로 게임이 지원하는 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설정하여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다.  

 

 

[그림3.3.3-1] “Where is my water?”의 Localization 설정 화면 

 

3.2.4  Achievement System 

 게임 진행상 업적을 주고 이를 달성하는 시스템이다. 쉽게 말하면 게임에서는 특정 조건을 설정

해주고 유저가 이 조건을 달성할 시 보상을 주고 달성한 업적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유저에게 업적을 달성하는 성취감을 줌으로써 게임에 더 몰입하게 하는 동기 부

여를 해준다. 이 기능은 구조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Platform Dependent Layer의 GameCenter와 

OpenFeint를 연동한다. 이 외부 서비스들을 이용하면 별도의 Server가 없이도 업적관리를 할 수 

있으며, 차후 Leader Board나 게임 친구 관리와 같은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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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 Achievement System을 적용한 게임들 

 

 

3.3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3.1  하드웨어 

 Mobile 플랫폼의 성능의 제약 

- Mobile의 특성상 PC와 비교하여 Memory 제약이 크기 때문에 그래픽 품질 저하

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3D Model의 vertex 개수를 줄이고, Texture의 압축을 통해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한다. 

 하드웨어 리소스 사용에 따른 배터리 소모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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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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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드웨어 자원의 사용은 전력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플랫폼을 위한 특정 

디자인 및 코딩 가이드라인을 세워 메모리 및 CPU 사용량의 낭비를 줄이고 최소

의 전력 소비를 위한 최적화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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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소프트웨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20MB이상은 WIFI로만 다운로드 가능하다 

- 애플의 정책상 WIFI연결이 아닌 상태로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용량은 20MB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WIFI가 아닌 네트워크(3G)에 접속한 유저가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고자 할 때, 20MB가 넘으면 당장 앱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을 초래하며, 이는 매

출에 영향을 미친다.  

본 프로젝트의 특성상 그래픽, 사운드 등 많은 리소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20MB의 

용량을 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는 무시하도록 한다. 

 

관련자료 : Apple App Store Review Guidelines 2.15 : Apps larger than 20MB in size 

will not download over cellular networks (this is automatically prohibited by the App 
Store) 

 

 안드로이드 마켓에 올릴 수 있는 앱 용량 제한이 50MB로 제한 되어 있다. 

-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업로드 할 수 있는 앱의 용량이 50MB로 제한 되어있다. 만약 

완성된 앱이 50MB를 넘길 경우, Downloadable Content를 이용하여 이를 해결한다. 

이는 초기 게임에 필요한 데이터를 자체 서버에서 따로 다운로드 하게 하는 방식이

다.  

- 관련 링크  

https://support.google.com/androidmarket/developer/bin/answer.py?hl=ko&answer=113

469 

 

 

3.3.3  기타 

 프로그래머 위주의 기형적 팀 편성 

- 그래픽 리소스관련 인력의 부재 : 중요하지 않거나 작은 리소스는 자체 제작하고, 중

요한 리소스는 아웃소싱(Outsourcing)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금전적 비용

이 발생한다. 

- 사운드 리소스관련 인력의 부재 : 효과음은 GarageBand에서 제공하는 Sample음원을 

사용한다. 배경음악은 아웃소싱(Outsourcing)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금전적 

비용이 발생한다. 

 Apple GarageBand 라이선스 관련 링크  

 http://support.apple.com/kb/HT2931?viewlocale=ko_KR 

 

 Apple App Store Review Guidelines을 따라야 한다. 

- App Store에 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Apple App Store Review Guidelines을 준수해야 

https://support.google.com/androidmarket/developer/bin/answer.py?hl=ko&answer=113469
https://support.google.com/androidmarket/developer/bin/answer.py?hl=ko&answer=113469
http://support.apple.com/kb/HT2931?viewlocale=k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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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여기에는 기술적인 제한사항뿐 아니라 문화, 폭력성 또는 UX에 관련된 여러 

조항들이 있다.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서를 첨부하지 않고 링

크만 첨부한다. 

https://developer.apple.com/appstore/resources/approval/guidelines.html 

 국내 게임 판매와 관련된 심의 

- 아래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게임을 판매하기 위해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

서 PC(240,000원), Mobile (60,000원), Web(40,000원)의 심의 비용이 발생하고 심의를 

위한 인적, 시간적 비용이 발생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금전적, 시간적,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이 날 때까지 한국에는 게임을 발매하지 않기로 한다. 

 

 

 

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박재영 Software Project Leader – iPhone Porting & UI & 리소스 제작 

강승구 Client Programer – Main Game Logic 

금창헌 Client Programer – Shader 

김민지 Client Programer – Sound Programming & Game Logic 

김승현 Client Programer – Android Porting 

이희윤 Client Programer – Graphic Programming & Game Logic 

 

  

https://developer.apple.com/appstore/resources/approval/guidelin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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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아이디어 수집 및 선정 90 

개발환경 20 

레벨디자인 160 

기획 120 

UI 구현 60 

게임 로직 구현 240 

재미검증테스트 80 

안정화 테스트 40 

디버깅 60 

디자인 및 사운드 리소스(외주 MD 제외) 60 

문서작업 90 

합 1020 

 

 

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Software Development Model 

본 프로젝트에서는 Prototype model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빠른 프로토타이

핑과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게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미”를 검증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빠른 프로토타입핑과 테스트의 반복”은 성공적인 게임을 개발하는 방

법론으로 현업에서도 정설로 받아드려 지고 있다.  

그러나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의 로드 맵과 문서 템플릿은 Water Fall Model에 가까운

데, Prototype model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Water Fall Model의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

에 이에 따른 오버헤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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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비고 

아이디어 

선정 

아이디어 수집         

프로토 타이핑         

관련분야연구 
엔진 분석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개발 구현         

테스트 

재미 검증 테스트         

모바일 성능 테스트         

안정화 테스트         

 

 

6.3 일정 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 아이디어 수집 및 선정 

◎ 게임 시장 조사 

◎ Unity3D 사용 방법 숙지 

◎ 계획서 작성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발표 PPT 자료  

2012-02-

01 

2012-03-

08 

설계 완료 ◎ 게임에 쓰일 기본적인 캐릭터 액션 구현 

◎ State Machine 설계 

◎ State Machine 에 따라 각 상황에 맞는 

캐릭터 동작 State 구현 

◎ State Machine 에 따라 적의 동작 State 구현 

◎ 퍼즐 요소에 필요한 장애물 구현 

◎ 테스트 미션을 반복하여 재미를 검증하며 

추가 구현 

◎ UI framework 구현 

◎ 구현된 것을 종합하여 테스트 미션을 만들기 

시작 

 

산출물 : 

2012-02-

27 

2012-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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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te Machine  

2. State Machine 에 따른 캐릭터의 State 

Script 

3. 장애물과 적 

4. UI framework  

5. 테스트 미션 

6. 컨셉 원화 

1 차 중간 보고 ◎ 디자이너와 contact 하여 그래픽 리소스를 

받음 

◎ 디자이너에게 받은 리소스를 게임에 적용 

◎ Toon Shading 구현 

◎ 적용된 것을 바탕으로 Chapter1 까지 구현 

완료. 

◎ Chapter1 에 맞는 음악 제작 및 적용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캐릭터 모델, 배경 및 장애물의 Parts 

3. Toon Shading 적용 

4. Chapter1 까지 구현된 미션 

5. Chapter1 의 BGM 

2012-03-

21 

2012-04-

05 

2 차 중간 보고 ◎ Rendered Texture 를 이용하여 캐릭터의 표정 

구현 

◎ Chapter 2 까지 구현 완료 

◎ Chapter2 에 맞는 음악 제작 및 적용 

◎ Multi-Language 지원 할 수 있도록 

Localization System 구현 

◎ Mobile input 구현 

◎ 원근감을 위한 Parallax 배경 Layer 구현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캐릭터의 표정 

3. Chapter2 까지 구현된 미션. 

4. Chapter2 까지의 BGM 

5. Localization System 

7. Mobile input 

8. Parallax 배경 Layer 

2012-04-

06 

2012-05-

03 

구현 완료 ◎ Screen Noise Shader 적용 

◎ Chapter3 까지 모든 미션을 완성 

2012-05-

03 

2012-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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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

(MD) 

강승구 게임 로직 2012-02-27 2012-05-21 50 

박재영 UI  2012-02-27 2012-05-21 25 

이희윤 그래픽 관련 코딩 2012-03-21 2012-05-21 20 

김민지 사운드 관련 코딩 2012-03-21 2012-05-21 20 

금창헌 쉐이더 2012-04-06 2012-05-21 20 

김승현 안드로이드 2012-04-06 2012-05-21 30 

박재영

이희윤 
아이폰 2012-05-03 2012-05-21 20 

전원 Level Design 2012-02-27 2012-05-21 120 

전원 재미 검증 Test 2012-02-27 2012-05-21 80 

전원 Test 2012-05-01 2012-06-30 20 

전원 Debug 2012-05-01 2012-06-30 20 

 총                 계  425 

◎ Chapter3 에 맞는 음악 제작 및 적용 

◎ Android 에 광고 적용 

 

산출물: 

1. Screen Noise Shader 

2. Chapter3 까지 구현된 미션. 

3. Chapter3 의 BGM 

4. Achievement 시스템 

5. Tapjoy 혹은 adMob 의 광고 

테스트 ◎ 미션을 만들며 반복적으로 플레이 하면서 

재미를 검증 

2012-02-

20 

2012-05-

30 

◎ 게임의 버그를 찾아내어 안정화를 위한 

테스트 

2012-05-

01 

2012-05-

31 

최종 보고서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시연 준비 

 

산출물: 

1. 최종 보고서 및 슬라이드 

2. 플랫폼 별 완성된 프로그램 

2012-05-

21 

2012-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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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Unity3d Engine Unity3d Tech 2012-02-01 2012-06-31  

개발용 노트북 6 대  2012-02-01 2012-06-31  

Blender Blender 2012-02-01 2012-06-31  

서버용 데스크탑 Dell 2012-02-01 2012-06-31  

GarageBand Apple 2012-03-21 2012-06-31  

PhotoShop CS5 Adobe 2012-03-21 2012-06-31  

갤럭시 S/S2 삼성 2012-05-03 2012-06-31  

iPhone 4/iPad Apple 2012-05-03 2012-06-31  

Nexus S Google 2012-05-03 2012-06-31  

XCode&iOS SDK  Apple 2012-05-03 2012-06-31  

Android SDK Google 2012-05-03 2012-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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