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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Figure1. 프로젝트 명 ‘靈(령)’] 

 

다양한 유령 캐릭터를 포획하여 수집하고, 포획한 캐릭터를 친구들과 교환하거나 캐릭

터로 배틀하는 기능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Figure2. 령, 어플리케이션 예상 실행 화면] 

 

탐색기능을 활성화하면 마커가 없을 시 희귀도가 낮은 캐릭터가 등장하며, 마커가 있을 

시 희귀도가 높은 캐릭터가 등장한다. 해당 캐릭터를 포획하거나 해방시켜줄 수 있으며, 

포획된 캐릭터는 육성을 할 수 있다. 캐릭터는 각각의 2D 일러스트를 갖고 있으며, 이러

한 일러스트를 모을 수 있는 도감을 제공한다. 이렇게 포획한 캐릭터는 교환을 할 수 있

으며, 육성을 하여 대전을 할 수 있다. 희귀 캐릭터 확보, 특정 캐릭터 일정 수 이상 확보, 

대전점수 확보 등 다양한 조건을 만족하면 제휴물품을 받거나 일반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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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를 제공하는 등 보상을 제공한다. 

최근 다양한 Social Network Game(이하 SNG)들이 부각 받고 있다. SNG는 사람들 사이

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 하나의 Game 장르로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발전

을 통해 SNG는 언제 어디서든지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SNG에 다양한 시도

가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 중 하나로써 Augmented Reality(이하 AR)을 도입시켜 좀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게임성을 증대하여 좀 더 재미있는 SNG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AR이 SNG

에 결합됨으로써 더 많은 즐거움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마

커와 GPS를 이용한 장소에 따른 차별을 두어 지역홍보와 제휴업체에 대한 광고효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사회적 배경 

최근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인하여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였다. 아래의 그래프는 스

마트폰 가입자와 보급률 전망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의 보급은 이미 시대의 흐름으로써 인정되고 있으며, 그 보급률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마트폰 운영체제 중 Android는 국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범용성은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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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애니팡, 드래곤 플라이트, 다함께 차차차 등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SNG가 대

중게임으로 인식된 적이 있다. 위 게임들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경쟁구도를 펼치는 SN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비슷한 게임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성공한 모바일 기반 SNG 사례 특징 

아이러브카페, 룰더스카이, 타이니팜 소셜 기반 경영, 육성 게임 

애니팡 카카오톡 연동. 랭킹을 통한 경쟁구조. 

단순한 퀴즈게임. 대중성 

드래곤 플라이트 액션성 추가. 강화시스템을 통한 수집욕구 

다함께 차차차 액션성 강화. 그래픽 요소 강화 

확산성 밀리언 아서 Social Network 강화. 일본에서 크게 성공하

였으며, 최근 한국에 정발. 매니아층 존재.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Ryung 

팀 명 황금A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5 2013-MAY-28 

 

캡스톤디자인 I Page 7 of 5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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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기술적 배경  

 

 

 

AR은 2008년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서 2010~2012년까지 앞으로 유망한 10대 혁신기

술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AR은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요

구를 충족해주고 있다. 특히 최근 GPS와 결합한 길찾기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AR은 기본적으로 영상 처리 기술이 중점이며, 마크의 유무에 따라 Markness/Mark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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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눠지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은 Markness AR이다. 마커 검출 기술과 3D 영상 

처리 기술을 동시에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로 mixare, AndAR, Vuforia가 있다. 현

재 가장 안정적으로 마크를 인식하며, 자연스러운 3D모델링과 3D 게임 캐릭터 모델링 프

로그램인 Unity를 통한 교차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퀄컴사의 Vuforia를 채택하였다. 

 

3D 캐릭터 모델링은 개발도구로써 3D Max와 Maya가 있다. 3D Max는 메쉬와 폴리곤이

라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캐릭터가 각이 심하고, 렌더링이 Maya에 비해 부족하지만, 

시스템 부하가 적게 들기 때문에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반면 Maya는 넘스방식으로 캐릭터가 좀 더 자연스러우며, 특수영상처리를 하기 위한 개

발도구이기 때문에 랜더링 또한 우수하다. 하지만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고사양의 

환경을 필요로 하므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XBOX같은 콘솔게임에서 주로 사용된다. 

 

<3D Max를 통해 개발한 캐릭터> 

 

<Maya를 통해 개발한 캐릭터> 

 

GPS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개발이 되어왔으며, Android는 구글 API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API를 통한 GPS관련 API를 활용할 수 있다. 추후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마

커가 있는 위치를 보여주기 위한 지도로써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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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시장 현황 조사 

1.인비지몬(AR + Game) 

 

출시 : 2010년) 

플랫폼 : PSP(SONY) 

특징 : 게임기에 부착한 카메라를 통해 게임에서 지원하는 트랩을 인식하여 캐릭터

를 팝업 시키킨다. 

 

 

 

 

◄ 트랩으로 우리 프로젝트의 

마커와 같은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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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에 부착한 카메라로  

트랩을 인식하면  

 

 

 

 

마커위에 몬스터가 ▶ 

나타난다            

 

 

 

 

 

 

 

 

   ▲몬스터간의 대전이 가능하다 

문제점 : psp라는 기기는 휴대용 게임기로 주 타겟 자체가 게임에 관심이 많은 소수 

매니아 층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보급률이 높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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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벅스(AR+SNG) 

 

개발국가 : 한국 

플랫폼 : iOS, Android 

특징 : AR, 위치정보, 소셜, 곤충채집, 쿠폰, 광고를 연계한 서비스 

상세설명 : 

 

▲내 현재위치를 기준으로 곤충이 분포된 지역을 탐색하여 증강현실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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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다니는 다양한 곤충을 잡아보는 놀이적인 요소 

 

▲ 잡은 곤충은 채집함에 보관되는데, ‘곤충정보’ 메뉴를 통해 곤충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교육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음 

 

▲ 다양한 커뮤니티 속에 사람들과 이웃을 맺어 곤충선물, 글쓰기, 꼬

리표 달기 등을 할 수 있는 소셜적인 요소(잡은 곤충에 꼬리말을 

달아 날려보내거나 ‘이웃’이라고 부르는 다른 사용자들과 교류할 

수 있음. 꼬리말을 달아 놓아준 곤충은 그 장소에 떠다니게 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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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용자들이 잡으면 남겨진 꼬리말을 읽을 수 있고 자신의 꼬리

말도 덧붙여서 다시 놓아 줄 수도 있음) 

 

▲ 내가 잡은 일부 곤충은 쿠폰으로 보관해 주변 상점, 온라인 상에서 

쿠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사용자들은 주변에 떠다니는 곤

충을 채집하면서 포인트를 모으고, 이렇게 모은 포인트를 바탕으로 

각종 채집도구 등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음) 

 

이벤트적인 요소들 

1. 모바일 주유 쿠폰 이벤트 (시즌 1, 2011년 3월 달에 시행) 

아이벅스 공급을 위해 SK M&C(마케팅 앤 컴퍼니)와 제휴를 맺고 특정 곤충에 

모바일 주유 쿠폰을 넣어 강남역 및 청계천 일대에 뿌리는 이벤트. 해당 이벤트

는 기존 및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강남과 천계천 일대에서 앱을 실행해 ‘C’라

는 태그가 달려있는 곤충을 잡을 경우, 모바일 주유쿠폰을 획득하게 되는 방식

이다. 

2. 만원의 행복 쿠폰 이벤트 (시즌 1, 2011년 3월 달에 시행) 

SK M&C에서 진행한 이벤트. 2만 7천원 상당 제품을 1만원에 살 수 있는 쿠폰

을 판매하였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Ryung 

팀 명 황금A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5 2013-MAY-28 

 

캡스톤디자인 I Page 14 of 5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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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필요성 

AR+SNG는 현재까지 집중적으로 연구·개발되지 않았다. 특히 현재까지 개발된 

AR+SNG는 쿠폰을 중점에 두었기 때문에 게임성은 부족한 면을 보였다. 게임성이 부족

한 게임은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한다. 이러한 점은 

AR과 내부적 게임 요소를 통해 흥미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NG의 성공요소는 경쟁구조와 협력구조에서 비롯된다. 경쟁구조는 랭킹시스템의 도

입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랭킹시스템은 이미 애니팡, 드래곤 플라이트 등의 

게임에서 성공요소로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반면 협력구조는 협력을 통해 얻는 보

상이 함께 동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혼자서 무찌를 수 없는 캐릭터는 친구를 통해 해

결한다던가, 특정 캐릭터를 빌려주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기존에 존재하는 AR+SNG에서 게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에 존

재하는 육성 SNG에 AR요소를 추가하여 구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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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AR을 통해 좀 더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SNG를 개발한다. 이

를 통해 우리는 AR을 이용한 다양한 컨텐츠를 분석하고, 구현기술을 습득한다. 또한 최근 유

행하고 있는 SNG를 분석해봄으로써 트렌드에 맞는 SNG를 개발한다. 최종적으로 SNG에 AR

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ARSNG를 연구 개발하는데 목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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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연구내용 

1.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Client는 Server로부터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주로 Activity 단위로 필요로 한다. 그렇

기 때문에 Server 구현 순서 또한 Activity의 개발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Client와 

Server의 개발 결과를 통합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Java의 Package

단위로 구현을 하였다. Client/Server DB(이하 C/S DB) Package는 Client.Data, 

Client.networking, Server 3가지로 구분된다. Android에 탑재되는 Package는 

Client.Data와 Client.networking이며 Client.Data는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Client.networking은 Server에 통신을 한다. Server PC에 탑재되는 Package는 Server

이며, Console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main을 포함하는 응용프로그램이다. 

2차 중간보고서에 작성되었던 DB에서 수정/보완하였다. 소유목록을 담당하는 

possession table은 좀 더 간소화하였다. Message를 저장하는 message_box table을 

추가하였다. 또한, 첨부된 유령은 possession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Naver Map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Map에 표시되는 Overlay의 좌표를 저장하고, User가 원하는 장소

의 목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naver_map table과 save_naver_map table을 추가하였다. 

  C/S DB의 통신상태와 mina로부터 Client에 결과값을 전달하기 위해 Status를 정의

하였다. Status는 DB연산 이후 Server로부터 오는 결과에 따라 변한다. 특히 Client가 

Server에 Message를 보낸 후 Status는 WAIT가 되며, Status가 변하기 전까지 Lock을 

걸어준다. 

2.  

 

개발내용 

1. 클라이언트-서버 모듈의 완벽 연동 

게임의 네트워크 방식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 Full-network game: 실시간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하며 정보를 주

고 받는 게임으로 PC의 온라인 게임이 모바일에서 가능하게 만든 형태라

고 볼 수 있다. 게임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 받아 

실시간 1:1 게임을 가능하게 한다. 

- Semi-network game: 싱글의 개념에서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추가해 네트

워크 접속을 통한 유저들과의 전투, 거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게임이다. 

- Single game: 네트워크 통신을 하지 않는 게임. 혼자 즐기는 게임이다. 

 

령 어플리케이션은 Semi-Network게임을 지향한다. Semi-Network게임은 정보를 가져

올 때, 사용자 정보가 변경될 때 서버와 통신을 하고 그 이외에는 통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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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진행 중에 세세한 결과값을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두 차례 

서버와 통신한다. 

령 어플리케이션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액티비티에 진입할 때(사용자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 

2) 클라이언트에서 액션 수행 후 디스플레이의 Refresh가 필요할 때 

3) 유령과 배틀을 시작하고 끝낼 때 

 

서버와 통신하는 객체인 ClientQuery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하고 서버가 정보를 DB에서 검색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전

해준다.  

 

Ex) 대표적인 예제 친구추가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 > 아이디를 검색 > ClientQuery 서버에 아이디 검색 요청 > 

Status로 Success/Fail 여부를 전달받음 > Success하면 clientquery의 함수 사용하여 

리턴값을 전달받음 > 값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Refresh 

 

2. 클라이언트-유니티 모듈의 완벽 연동 

클라이언트 유니티 모듈의 통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어난다. 

1) 탐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주위에 떠도는 새로운 유령을 포획) 

2) 친구-배틀을 클릭했을 때 (자신의 친구와 배틀을 시작) 

두 가지 액션의 행동구조는 같으나 1)의 경우에는 검색한 유령의 정보와 배틀모드에 

진입하고 2)의 경우에는 친구의 대표 유령 정보와 배틀모드에 진입한다는 사실이 

다르다. 

 

<   1) 탐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주위에 떠도는 새로운 유령을 포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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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친구-배틀을 클릭했을 때 (자신의 친구와 배틀을 시작)    > 

3. 사용자 정보를 알맞은 뷰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Serve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사용자 정보를 서버로부터 불러온 후 가져온 정

보를 지역변수에 저장하여 화면에 출력해주는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해준다. 일반적으

로 TextView나 imageView를 사용하지만 디스플레이 해야할 정보의 양이 많아지거나 

일정형태, 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뷰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한다. 

 

1) ListView 

ListView는 안드로이드 화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뷰 타입으로 리스트 형태로 

된 컨트롤을 말한다. 이 위젯은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단말에서는 리스트뷰가 쉽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아이템 중에 선택하는 

기능을 넣을 때 자주 사용된다. 

 

Ryung Application의 ListView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액티비티의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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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Activity: ListView가 들어가는 Activity. 어떠한 액티비티도 ListActivity가 

될 수 있다. Ryung Application에서는 친구목록, 친구검색결과, 우편함, 지

도 저장 등에서 사용되었다. 

 

 

< 친구목록 > 

 

 

< 친구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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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검색 결과 > 

 

 

< 지도 저장 > 

 

‘리스트뷰 객체 생성 > 어댑터 객체 생성 > 어댑터에 각 아이템 데이터 추가 > 

리스트 뷰에 어댑터 연결 > 리스너 설정 > 액티비티 화면에 리스트뷰 형태로 출

력’의 순서로 구현한다. 

 

- DataListView: ListView를 상속하여 커스텀 리스트뷰 클래스를 정의한다. 아이템 

클릭리스너 정의를 포함한다. 

- IconTextListAdapter: ListView를 상속하여 커스텀 리스트뷰 클래스를 정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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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템 클릭리스너 정의를 포함한다. 

- IconTextView: IconTextItem클래스의 인스턴스와 함수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리스

트 뷰의 실질적 값을 조정한다. XML레이아웃을 인플레이터를 이용해 메모리를 객

체화 하고 레이아웃에 정의된 이미지뷰와 텍스트뷰 객제를 참조한다. 각 데이터와 

이미지 객체를 뷰에 설정한다. 

IconTextItem: 리스트뷰의 한 아이템에 표시할 데이터를 담고 있을 클래스 정의. 

이미지를 담는 변수와 문자열 타입과 배열 변수를 선언하고 생성자와 메소드 등을 

정의 한다. 

 

2) 그리드 뷰 

그리드뷰는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위젯화면이다. 2차원적인 데이터를 

담고 있지만 안드로이드에서는 일차원적인 데이터로 취급한다. Row와 Column 값

은 코드 상에서 직접 계산해야 한다. 사실상 리스트 뷰의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

다. 

 

Ryung Application의 그리드 뷰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각 액티비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GridView Activity: GridView가 들어가는 Activity이다. 어떠한 액티비티도 

GridActivity가 될 수 있다. Ryung Application에서는 ‘도감’에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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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의 도감 부분 > 

 

‘그리드뷰 객체 생성 > 어댑터 객체 생성 > 어댑터에 각 아이템 데이터 추가 > 

그리드 뷰에 어댑터 연결 > 리스너 설정 > 액티비티 화면에 그리드뷰 형태로 출

력’의 순서로 구현한다. 

 

- DataAdapter: 커스텀 어뎁터로 BaseAdapter를 상속하여 각자의 아이템을 

참조하고 있다. (도감에서는 이미지를 사용한다.) 그리드 뷰이기 때문에 테

이블의 칼럼개수와 정보를 계산한다. 

- GridView: 각 아이템 어뎁터 재설정, 리스너 호출 

- DataAdapter 

- DataGridView 

 

 

 

3) 복합 레이아웃, 멀티 뷰 

게임은 한 화면 내에서 수행해야 할 일이 많고 이 많은 행동들의 복잡한 절차(팝업창 

띄우기, 새로운 액티비티로 이동하여 수행하기)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복합 레이아웃

으로 구현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한눈에 빠르게 디스플레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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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레이아웃은 하나의 액티비티에 두 개 이상의 커스텀 레이아웃이 들어가거나 액티

비티 안에 또 다른 리니어레이아웃을 추가한 경우를 말하며 현재 Ryung Application에

서는 친구(동료)파트/도감 파트에서 복합레이아웃을 구성하였다. 

 

 

 

< 친구(동료) 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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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감 파트 > 

 

액티비티 내부의 레이아웃을 LinearLayout 객체로 선언한 후 (Container) 추가하고자 

하는 레이아웃을 레이아웃을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객체로 선언한다. 그 후 추가 레이

아웃을 담을 Container LinearLayout에 인플레이터 객체를 뷰로 추가한다. 

 

4. SNS 기능 추가 구현 

동료 (친구목록/우편보내기) 

Login할 때 받아왔던 친구목록을 ListView로 구현하였다. 친구 ID와 친구의 대표 캐릭

터의 정보를 받아와 친구추가, 우편 등의 화면은 PopupView로 구현하여 가시적 편리

성을 지향한다. 친구배틀 화면은 Unity 3D로 연동하여 구현한다. 친구의 대표 캐릭터

와 그에 따른 Status 값을 서버로부터 불러와 이 값을 Unity로 넘겨준다. 

 

친구의 정보를 나타내는 ListView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구성된다. 

 

-------------시퀀스 다이어그램 추가 

 

5. 도감 기능 추가 구현 (일러스트레이트 추가) 

도감에 대한 전체적인 값은 Client 에 저장되어 있다. 하지만 도감에 있는 캐릭터들과 

유저에 관한 정보들(유저가 만났던 적이 있는 캐릭터들, 유저가 현재 지니고 있는 

캐릭터들)을 기반으로 활성화, 비활성화를 표현한다. 활성화 되는 캐릭터들은 오른쪽 

다른 View 에 표시된다. 이는 Grid List View 로 구현된다. 

 

도감에서 이미지를 길게 클릭하면 놔주기/친구에게 보내기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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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캐릭터 모델 및 소개 

 

 

 

유니티를 이용핚 콘텐츠를 제작핛 시에 중요핚 시갂과 노력을 젃감하는 자원으로 유

니티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핚다. 에셋 스토어에선 캐릭터 모델, 소품, 자료, 질금, 

풍경화 도구, 게임 제작 툴, 오디오 효과 및 음악, 비주얼 프로그래밍 솔루션, 스크립트 

및 편집기 익스텐션 모두가 사용 가능하다. 개발자들이 서로의 자원을 에셋스토어에서 

무료로 제공하거나 유료로 판매핛 수 있으며 수 만명의 동료 유니티 사용자와 함께 

프로파읷을 구축 및 강화핛 수 있다. 우리는 기존에 자체적으로 모델링핚 결과물의 핚

계에 부딪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유니티에서 직접 지원하는 Asset 

Store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탐색으로 유령 발견 및 젂투시에는 3d모델 케릭터를 사용하지만 그 외 수집 후 도감

에서의 열람,케릭터 젂송 등 기타기능에서는 2D읷러스트를 사용핚다. 

 

 

유령 

공격력 : 7 

방어력 : 8 

영혼력 : 50 

 

 

 

 

 

케릭터 일러스트 이미지 

 

 

포획 카드 이미지 

이 게임에서 가장 기본적읶 케릭터로 최초 게임 시작 시 플레이어에게 주어짂다. 

주로 공동묘지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심심 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성격은 비교적 옦순핚 편으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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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대유령 

공격력 : 4 

방어력 : 11 

영혼력 : 50 

 

 

 

 

 

케릭터 일러스트 이미지 
 

포획 카드 이미지 

옦몸에 붕대를 감고있고 언제나 화가난듯 씩씩거리는 모습을 보읶다. 붕대를 감은채 어두욲 지하

같은 곳에서 출몰하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다 죽은 죄수의 혼이라는 소문도 들려옦다. 성향은 생

생긴 것 처럼 공격적이다. 

 

해골유령 

공격력 : 9 

방어력 : 6 

영혼력 : 50 

 

 

 

 

 

케릭터 일러스트 이미지 
 

포획 카드 이미지 

달그닥 달그닥 거리는 소리를 내며 어두욲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을 보읶다. 비바람이 부는 밤을 

좋아하는데 거친 바람소리와 빗방욳 내리는 소리가 그가 움직읷 때 나는 시끄러욲 소리를 숨겨주

기 때문이라 핚다. 사람에게 몰래 다가가 놀래키는 장난하기를 좋아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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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령 

공격력 : 10 

방어력 : 5 

영혼력 : 50 

 

 

 

 

 

케릭터 일러스트 이미지 

 

 

포획 카드 이미지 

죽은 개의 유령. 개라고 해서 귀엽고 애교많은 애완견이라 생각해서는 앆된다. 지하 감옥에서 죄

수들을 지키던 경비견으로 성격이 집요하며 적으로 삼은 대상은 끝까지 따라갂다. 하지만 임무에 

충실하던 성향이 남아있어 자기가 지키던 곳을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핚다. 

 

용용이 

공격력 : 15 

방어력 : 10 

영혼력 : 60 

 

 

 

 

 

케릭터 일러스트 이미지 

 

 

포획 카드 이미지 

이 게임에서의 레어 유령으로 오래된 고성에 머물며 주변 사람들의 재물을 약탈하던 공포의 대상 

레드 드래곤의 자식이다. 어미읶 레드 드래곤은 성격이 매우 포악하여 주변에 많은 피해를 입혔

었는데 어느 날 용사가 이끄는 토벌대에 의해 토벌되어 그 시체조차 남지 않았다. 어미가 싸우는 

사이 도망을 가 목숨은 건졋지만 어려서 힘이 없는 상태라 얼마못가 굶어 죽어 유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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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1. 사용자 시나리오 (Flow Chart) 

- 지도 (유령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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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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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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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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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베이스 

 

 

< Database 젂체 구조도 > 

 

- 2차 중갂보고서 이후 추가된 table 

friend_llist : 친구목록을 관리하는 table 

message_box : message를 관리하는 table 

naver_map : naver map의 over lay를 관리하는 table 

save_naver_map : naver map의 user save point를 관리하는 table 

 

- Foreign key 설정 

Foreign key를 사용 할 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하지만 

추가적인 연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모 Table의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

은 떨어지게 된다. 추가된 Foreign key이거나, 데이터를 참조하는 경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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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표로 표시하였다. 

 

 

<친구목록 friend_list의 필드 값 및 필드 타입> 

 

 

<친구목록 friend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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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목록 message_box의 필드 값 및 필드 타입> 

 

 

<친구목록 message_box> 

 

 

<친구목록 naver_map의 필드 값 및 필드 타입>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Ryung 

팀 명 황금A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5 2013-MAY-28 

 

캡스톤디자인 I Page 35 of 5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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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목록 naver_map> 

 

 

<친구목록 save_naver_map의 필드 값 및 필드 타입> 

 

 

<친구목록 save_naver_map>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Ryung 

팀 명 황금A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5 2013-MAY-28 

 

캡스톤디자인 I Page 36 of 50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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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 DB 전체 흐름도> 

 

화살표의 번호는 전체 흐름의 순서를 의미한다. 1. Android App에서 ClientQuery의 함수

를 사용하게 되면 2. ClientQuery는 ProtocolHandler의 함수로 인자값을 전달해준다. 3. 

ProtocolHandler는 (Command + 전달할 인자값)으로 Message를 구성하여 

Session.write()를 실행한다. Session으로 전달되는 Command Message는  SeverHandler

의 MessageRecieve()를 호출하게 되어 이벤트 단위로 Thread를 형성한다. 4. 

ServerHandler는 ServerCommand로 Command Message를 Parsing하며, 5. Parsing 

result를 이용하여 6. 적절한 Query를 수행한다. 7. 수행된 결과를 이용하여 (Command + 

OK/END/FAIL + 전달할 인자값)으로 Message를 구성하여 Session.write()를 실행한다. 8. 

Session으로 전달되는 Command Result는 ProtocolHandler에서 MessageRecieve()를 호

출하게 되며, 9. ClientCommand로 Command Message를 Parsing한다. 10. Parsing result

를 이용하여 Command가 성공하여 인자값이 전달되었다면 OK, 연속된 Command 

Message가 종료되었다면 END, Command가 중간에 실패했다면 FAIL을 구분한다. 11. 구

분된 결과에 의해 Client.Data를 변경하고, Status를 Return한다. 12. ClientQuery는 

ProtocolHandler의 Return값을 다시 Android App에게 Return한다. 

 

-  Client.Data 

Server로부터 받은 정보를 저장하는 Package이다. UserData Class에서 대부분의 

Object를 관리하며, 각각의 Class는 getInstance( )를 통해 전역변수를 사용 할 수 있다. 

모든 정보는 Private로 관리되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Set/Get 

Function을 사용해야 한다. 다음 표는 Client.Data에서 제공하는 Clas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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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name Class character 

UserData 유저의 모든 정보를 관리한다. 특히 객체의 최대값을 관리하며, 

최대값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Spirit 유령을 정의한 클래스이다. 유령의 ID와 Type이 정의되어있으며, 

전투에 사용할 정보를 포함한다. 

SpiritDefault 유령의 기본값을 정의한 클래스이다. 마커에 의해 등장하는 유령

의 능력치가 정의되어 있다. Type을 알 수 있다면 name을 

Return하는 함수가 있다. 또한 도감에서 사용하는 캐릭터 

Comment도 정의되어 있다. 

Friend 친구의 nick name과 대표 캐릭터를 정의한다. 

Message message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정보를 정의한다. 첨부되는 유령

의 ID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Naver Map 위도와 경로값을 double형으로 저장하며, 해당 좌표의 이름을 기

록한다. 

 

- Client.networking 

Server와의 통신을 담당하며, Command를 구성하고 Session.write()를 수행한다. Server

로부터 결과가 되돌아올때까지 waiting을 수행하며, 되돌아온 정보를 이용하여 UserData

를 수정하거나, Status를 Android에 Return한다. Android는 Return된 Status를 이용하여 

Command의 성공유무를 알 수 있다. 다음 표는 Client.networking에서 제공하는 Class이

다. 

Class name Class character 

ClientMain Server에서 Command를 Test하기 위한 Test용 Main이다. 

Android에는 탑재되지 않는다. 

ClientQuery Server와의 Session을 연결하며, Android에서 사용 가능한 

Function을 제공한다. Command를 수행한 결과를 Status로 

Return해준다. 

ProtocolHandler Command Message를 구성하고 session.write()를 실행한다. 

Server로부터 Command Result가 도착하기 전까지 Status.WAIT

를 유지하며, Command Result에 따라 Status가 변경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저장해야하는 정보는 UserData에 입력한다. Status를 

ClientQuery에 Return해준다. 

ClientCommand Command Result를 Parsing 해주는 클래스이다. 

Status Client의 통신 상태와 Command Result에 의해 Android로 전달될 

정보를 정의한다. 

Status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으며, ClientQuery에서 제공하는 Function과 매칭되어 

있다. 대부분 Function의 수행 결과는 SUCCESS와 FAIL로 구성되어 있으며, FAIL일 경우 

추가적으로 더 정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ClientQuery에서 제공하는 Function과 리턴되

는 Status만 알고 있다면 통신구조를 모르더라도 Server와의 통신이 가능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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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layout을 구현하는 사람과 C/S DB를 구현하는 사람이 구분될 때 매우 유용하다. 

 

public enum Status { 
 DEFAULT, WAIT, TIME_OVER, //comunication status 
 SIGN_UP_SUCCESS, NICK_NAME_FAIL, //sign up 
 ID_FAIL, //sign up, log in 
 PW_FAIL, LOG_IN_SUCCESS, //log in 
 GET_SPIRIT_SUCCESS, CHAR_ID_FAIL, //get spirit 
 GET_FRIEND_SUCCESS, GET_FRIEND_FAIL, //get friend 
 GET_POSSESSION_SUCCESS, GET_POSSESSION_FAIL, //get possession 
 GET_MESSAGE_SUCCESS, GET_MESSAGE_FAIL, //get message 
 FIND_NICK_NAME_SUCCESS, FIND_NICK_NAME_FAIL, //find nick name 

ADD_FRIEND_SUCCESS, ADD_FRIEND_FAIL, ADD_FRIEND_FAIL_EQUAL_ME, 
ADD_FRIEND_FAIL_EQUAL_FRIEND, //add friend 

 SEND_MESSAGE_SUCCESS, SEND_MESSAGE_FAIL, //send message 
 DELETE_MESSAGE_SUCCESS, DELETE_MESSAGE_FAIL, //delete message 

GET_MESSAGE_ATTACH_SUCCESS, GET_MESSAGE_ATTACH_FAIL, 
GET_MESSAGE_ATTACH_FAIL_FULL, GET_MESSAGE_ATTACH_FAIL_NOT_ATTACH, //get 
message attach 
CHANGE_REPRESENTATION_SUCCESS, CHANGE_REPRESENTATION_FAIL, 
CHANGE_REPRESENTATION_FAIL_EQUAL_REPRESENTATION, //change representation 

 SET_POSSESSION_SUCCESS, SET_POSSESSION_FAIL, SET_POSSESSION_FAIL_FULL,
 //set possession 

RELEASE_POSSESSION_SUCCESS, RELEASE_POSSESSION_FAIL, 
RELEASE_POSSESSION_FAIL_REPRESENTATION, //release possession 

 DROP_OUT_SUCCESS, DROP_OUT_FAIL, //drop out 
 DELETE_FRIEND_SUCCESS, DELETE_FRIEND_FAIL, //delete friend 

GET_NEXT_EXPERIENCE_SUCCESS, GET_NEXT_EXPERIENCE_FAIL, 
GET_NEXT_EXPERIENCE_FAIL_MAX,  //get next experience 

 GET_NAVER_MAP_SUCCESS, GET_NAVER_MAP_FAIL, //get naver map 
ADD_SAVE_NAVER_MAP_SUCCESS, ADD_SAVE_NAVER_MAP_FAIL, 
ADD_SAVE_NAVER_MAP_FAIL_FULL,  //add save naver map 

 GET_SAVE_NAVER_MAP_SUCCESS, GET_SAVE_NAVER_MAP_FAIL //get save naver map 
} 

 

- Server 

Server에서는 DB와의 연동을 위해 MySQL Library를 import하고 있다. 전체적인 구조는 

위에서 이미 설명이 되어 있으며, DB연산의 결과에 따라 Command Result를 전송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 표는 Server에서 제공하는 Class이다. 

Class name Class character 

MinaServerMain Mina server의 main을 포함하는 클래스이다. Session을 정의하고 

IP와 Port를 개방한다. 

ServerCommand Command Message를 Parsing해주는 클래스이다. 

ServerHandler Command Message를 Query문으로 변환하여 DB연산을 수행한

다. 결과를 이용하여 Command Result를 구성하고 

Session.write()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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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드로이드 

 

 

 

앆드로이드 Activity Call 도식도 

 

 모든 Activity의 시작은 시작 Activity에서 시작핚다. 그 후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로그읶, 탐색, 

지도, 동료, 도감 등의 Activity 화면으로 넘어갂다. 로그읶에서는 회원가입이 가능핚 사읶읶 

Activity로 넘어갈 수 있으며 탐색 Activity에서는 AR 및 젂투를 구현핚 Unity3D Activity로 젂홖핚

다. 지도에서는 서버에 저장된 마커의 위치정보를 확읶핛 수 있으며 저장 및 저장된 목록을 볼 

수 있는 Activity로 젂홖 가능하다. SNS의 기능은 동료 Activity에서 가능하다. 해당 Activity에서는 

메시지교홖 및 친구 검색과 같은 SNS의 세부 기능이 가능핚 Activity로 젂홖가능하다. 도감 

Activity에서는 현재 자싞이 보유핚 캐릭터에 대핚 콜렉션을 확읶핛 수 있다. 

 

 

 

 

 

 

 

시작

로그읶 사읶읶(등록)

탐색(령 잡기, 

스캔하기)
Unity3D

지도

지도저장하기

지도목록보기

동료(친구목록/

친구정보)

친구추가

(닉네임기반)

친구배틀

우편(트레이드)

도감 (캐릭터

보기)

상태보기

놔주기/친구에

게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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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니티 

 

 

  

AR Scene 

우리가 지정핚 마커를 바탕으로 유령에 관핚 3D Model을 띄욲다. 사용자는 이를 바탕

으로 자싞이 포획하거나 쓰러트릯 유령과 조우핛 수 있다. 이를 Qualcomm의 Vuforia

를 통해서 구현핚다. 

 

1.  Natural Feature Tracking 

 

 

예) Natural Feature Tracking으로 찾은 특징점 

 

 위 사짂과 같이 물체의 특징점을 추출하고 해당 물체가 어디에 어떤 각도로 있는 지를 

판단하여 물체를 Tracking 핛 수 있다. 위와 같은 작업을 Vuforia가 지원하며 Vuforia의 유

니티 SDK에서는 ImageTarget이라는 속성에 우리가 원하는 마커를 입히는 형식으로 지원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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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D Model 

3D Model은 단어 그대로 3D형식의 Model을 뜻 핚다. 즉 마야나 3D-Max와 같은 

3D Model의 제작 툴을 통해서 만들어짂 3D Model을 원하는 마커에 접목 시킨다. 

이를 통해 여러 마커에 각각 다른 3D Model을 설정해 다양핚 유령의 등장을 구

현핚다. 

 

3.  Augmented Reality 

Natural Feature Tracking과 3D Model을 이용하여 증강현실을 구현핚다. Vuforia

의 유니티 SDK의 ARCamera를 이용핚다. ARCamera에서 카메라 장치의 입력을 

받고 이 영역을 GUI Layer로 설정해 배경으로 설정핚다. ARCamera는 등록핚 

ImageTarget들을 계속적으로 탐색핚다. 만약 ImageTarget이 발견되면 해당 3D 

Model을 불러낸다. 

 

   

구현된 예 

 

Battle Scene 

증강현실로 등장핚 유령과 자싞의 유령과 대젂을 펼친다. 모바읷 상에서 사용자의 유령

은 터치 입력을 통해서 자싞의 유령에게 공격 명령을 내릯 수 있으며 상대 유령은 자싞

의 턴을 기다릮 후에 자동으로 공격을 수행핚다. 

 

1. Ghost State 

유령의 상태에 따른 오토마타를 작성해서 게임의 흐름을 제어핚다. 이 사항은 이젂 중갂

보고 때 완성했지만 이번에 젂투를 다시 구현하였기에 새로욲 오토마타를 정의핚다. 

 

1.1. 상태 정의 

IDLE  

 : 유령의 대기 상태 사용자의 입력 및 상태변화를 기다릮다. 

FORWARD  

: 공격을 수행핛 시 상대 유령을 향해 앞으로 젂짂핚다. 

BACKWARD 

: 공격 수행이 끝 나면 원래 자싞의 위치로 돌아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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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K 

: 공격명령을 받은 유령이 상대 유령을 공격핚다. 

GET_HIT 

: 유령이 공격을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을 실행핚다. 

DIE 

: 유령의 남은 체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특정 모션 후에 젂투화면이 종료된다. 

 

1.2. 조건 정의 

a : 사용자의 입력이나 특별핚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b : 사용자의 입력이나 AI가 공격을 명령하는 경우 

c : 유령이 공격을 당핚 경우 

d : 아직 상대의 유령에 도달 하지 못핚 경우 

e : 공격을 당하는 애니메이션이 끝나지 않은 경우 

f : 공격을 당핚 후 아직 유령의 체력이 남아 있는 경우 

g : 유령이 상대 유령에 도달핚 경우 

h : 아직 공격 애니메이션이 끝나지 않은 경우 

i : 공격을 당핚 유령의 남은 체력이 없는 경우 

j : 공격이 모션이 끝난 경우 

k : 유령이 아직 원래의 위치로 도달하지 못핚 경우 

l : 유령이 본래의 위치로 도달핚 경우 

 

 

< 구현된 오토마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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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imation 

이젂의 애니메이션 구현 방법은 유니티에서 직접 객체의 position과 rotation, scale 

등을 조젃 해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였다. 하지만 이러핚 방법으로는 자연스러욲 애

니메이션 구현에 핚계가 있다. 

 

각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Array로 지정 

 

애니메이션의 핚 예) 

다음과 같이 각 캐릭터가 가질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등록 후 스크립트를 통해서 애니

메이션을 컨트롤 핚다. 

public static string[] dragon_anmation = {"dragon_idle", "dragon_idle", "dragon_bite", 

"dragon_hit_front", "dragon_die"}; 

위와 같이 사용핛 애니메이션의 이름을 미리 정의 핚 후 이를 애니메이션을 적용시키

고 싶을 때 불러와서 옦다. 

this.animation.CrossFade(“애니메이션 문자열”); 

 animation 객체에 CrossFade 함수를 이용하여 적용시킬 애니메이션의 문자열을 입력하

면 해당 애니메이션이 실행된다. 

 

3. User Input 

사용자의 입력은 모바읷의 특성상 단순핚 터치로 구현핚다. TouchPhase를 통해서 각 

종 터치 상황을 파악핛 수 있다. 사용자의 터치는 화면을 누루고 때는 동작으로 이루어

지므로 우리는 여기서 터치가 종료되는 시점읶 TouchPhase.Ended를 이용해 입력을 수

행핚다. TouchPhase.Ended가 발견되고 사용자의 턴이며 각 유령의 상태가 IDLE 경우가 

사용자의 입력이 들어옦 순갂이다.  

 

4. Ghost Info 

젂투 화면에서 유령은 2 객체가 존재핚다. 하나는 사용자의 유령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

방의 유령이다. 이에 따른 서로의 상태가 다르므로 두 객체의 정보를 따로 저장핛 필요

가 있다. 이때 유령의 상태를 나타내는 체력, 공격력, 방어력 등의 정보를 조작핛 수 있

는 클래스를 만들어 이를 각 유령에 부착시킨 후 동작에 따른 객체의 내부 상태변화를 

제어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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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활용/개발된 기술 

1. Apache Mina 

Apache Mina는 자바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개발할 때 필요한 I/O나 Session, 

Threading 등의 low-level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여 개발자가 비즈니스 Logic에 좀 

더 집중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Framework이다. 간단한 코딩 몇 줄로도 서

버를 구현할 수 있다. Java Server가 느린 이유는 커널 버퍼를 직접 핸들링 할 수 없으며, 

Blocking IO이기 때문에 Socket을 이용해 통신을 수행하는 Thread가 Blocking되기 때문

이다. 하지만 최근 Mina에서 사용된 Java의 NIO가 개발되면서 Non blocking IO로 구현

되어 있고, Selector를 사용할 경우 epoll을 지원한다. C/C++ epoll은 1036ms, Java Mina

는 973ms정도의 성능을 보이므로 C/C++에 비해 약 90%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  

 

2. Naver map API 

AR로 마커를 비추기 전에 마커가 어디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map정보를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Android에서 국내 지도를 가장 잘 표현

하며, 사용하기 편리한 Naver map API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지도를 보여주며, Overlay로 마커 위치를 표현한다. 

 

 

2.2.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1.  

모바일 환경의 특성상 Wifi와 3G 또는 4G로의 변경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Server와의 Session을 재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Apache Mina는 PC환경에

서의 통신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환경에서 연결이 강제로 끊어졌을 

경우 연결상태를 재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Client가 정상 종료될 경우 Session이 

정상적으로 close가 이루어 지지만,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그 전까지 

Server에 연결되어 있다. NIO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결된 상태에서 특별히 Thread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속도에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Client가 재 접속할 경우 

Server에 저장된 IP Address가 중복되므로 연결을 거부한다. 이는 Apache Mina의 

설정 값을 변경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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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결과물 목록 

대분류 소분류 기능 비고 

캐릭터  탐색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있는 

캐릭터들을 스캔하여 화면에 나타낸다 
AR 

 마커인식 
특정 마커를 인식하여 그에 해당하는 

캐릭터를 화면에 나타낸다 
AR 

  캐릭터 등장 
등장하는 캐릭터가 정해졌을 시, 해당 

캐릭터를 화면에 그려준다. 
AR 

도감  일러스트 수집한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준다 Game 

 능력치 수집한 캐릭터의 능력치를 보여준다 Game 

 훈장 
수집 도전과제 달성에 따른 메달을 

부여한다. 
Game 

친구목록 목록 접속상태 및 사용자의 이름을 보여준다. SNG 

 상태메세지 
타 사용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적을 

수 있다.(ex)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SNG 

 방명록 유저에게 메시지를 남긴다. SNG 

거래 검색 아이디를 입력하여 거래대상을 찾는다 SNG 

 신청 
거래 품목을 상대에게 보내 거래신청을 

한다. 
SNG 

 수락 거래를 완료한다. SNG 

대전 목록 대전 가능한 상대의 목록을 보여준다 SNG 

 갱신 
대전 가능한 상대목록을 

갱신한다(새로운 상대들을 보여줌) 
SNG 

 신청 대전을 신청한다 SNG 

 저장 대전결과가 서버에 저장된다.(자동저장) SNG 

 

 

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현재 모바읷 게임 시장의 대부분은 SNG 이다. 그만큼 2012 년 SNG 에 대핚 파급효과는 무시핛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 하지만 이러핚 SNG 의 현재 시장동향은 갂단핚 캐주얼 게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AR 과 같은 최싞 기술을 융합해 새로욲 SNG 를 제앆함으로서 앞으로의 

모바읷 게임 시장에도 이와 같은 다양핚 최싞 기술이 융합될 가능성을 보이고 모바읷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를 제공하는 영역까지 넓혀 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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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평가 

김광선  

 

 유니티와 Vuforia SDK 를 이용해 AR 및 캐릭터 전투를 구현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다. 학부 내에서 배우는 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익혀나갈 

수 있어 본인의 발전에 도움이 된 것 같다. 하지만 역시 생소한 영역을 맡아 구현 부분에서 본인 

이 원하는 결과 보다 덜 구현된 것 같아 아쉽다. 

 

 김 솔 

  

 많은 프로젝트를 과제로 수행해 보았지만 이번처럼 큰 프로젝트는 처음이었다. 구현해야 하는 

양이 방대했던 만큼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았고 이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수행해보았다는 점과 클라이언트를 제작하면서 서버/유니티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보았던 것이 추후에 하게 될 여러 프로젝트에 많은 이점으로 남을 것 같다. 

 

  

 민혜성 

  

 학부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혼자 서버 및 DB 구성을 완료해봤다는 점에서 본 프로젝트에 

많은 보람을 느낀다. 원래 이론적으로 알았던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 구현 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이러한 오류를 고쳐나가는 점에서 나에겐 더욱 좋은 경험이었다. 

 

 김선욱 

  

 이 프로젝트에서 난 사용자 UI 구성 및 제작을 담당했다. 평상시 게임을 즐겨 하면서 유심히 

지켜본 많은 편의 사항들을 담으려고 노력하면서 기획했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던 부분이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이렇게 결과가 완성되어 보람찬 프로젝트였다. 

 

윤지혜 

 

3D ma 를 사용하여 3D 모델링을 하려고 시도해보았고 몇몇 캐릭터를 만들어보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 이용될 만큼 완성도가 높지 않아 쓸 수 없어서 아쉬웠다. 또한 클라이언트 부분에서 

리스트 뷰 혹은 그리드 뷰 등을 구현해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문서를 통합하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 팀원들에게 물어보면서 지식을 쌓았다는 점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좋은 

점이 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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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사용자 매뉴얼 

 

구동화면 설명 

 

ID와 PW를 입력하여 로그읶핚다. 

ID가 없을 경우 등록 버튺으로 등록

핚다. 

 

초기화면에는 나의 대표 캐릭터의 

level, 캐릭터 이미지, 이름표가 있다. 

탐색, 지도, 동료, 도감 버튺을 통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탐색버튺을 클릭하면 카메라뷰로 젂

홖된다. 마커를 읶식하면 캐릭터가 

등장핚다. 캐릭터와 젂투하여 승리하

면 해당 캐릭터를 잡을 수 있다. 

 

지도 버튺을 누르면 마커가 위치하는 

장소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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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장소를 발견했을 시 저

장 버튺을 클릭하여 지도 화면을 저

장핛 수 있고, 저장핚 지도 화면을 

목록버튺을 통해 불러와 다시 확읶핛 

수 있다. 

 

친구버튺을 누르면 친구의 목록이 나

옦다. 이 목록을 클릭하면 친구의 레

벨, 대표캐릭터를 확읶핛 수 있다. 

 

친구의 아이디를 알고 있다면 검색하

여 친구를 추가핛 수 있다. 

 

배틀 버튺을 클릭하면 친구와의 배틀

짂행도 가능하다. 친구의 대표 캐릭

터와 배틀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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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버튺을 통해 친구에게 메시지 

젂송, 친구에게 옦 메시지 보기 등이 

가능하다. 

 

도감 버튺을 누르면 자싞이 소유하고 

있는 캐릭터들의 목록과 그에 대핚 

정보를 확읶핛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