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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181 김선욱 20073178 김광선 20083212 김   솔  
20083227 민혜성 20093313 윢지혜 

최근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SNG)이 성행 

미국의 시장 조사기관인 가트너 그룹에서 
선정한 미래를 이끌 10대 혁싞 기술,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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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 ARSNG  
 기능:  

AR 캐릭터(유령) 
 

Game 
 

수집, 육성 
 

SNS 
 

대젂, 교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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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게임개발엔짂 Unity 

 

 안드로이드 증강현실 오픈소스 Vuforia SDK 

 

 

 개발언어: Java, C++, C# 

 개발도구: Cygwin gcc, Eclipse 

 개발용 기기 : Galaxy S(2.3.3), Galaxy S3(4.0.4) 

이름 역할 

김광선  AR 
- AR (마커인식) 

- 캐릭터 배틀 

김선욱 Design 
- 3D 캐릭터 모델링 

- 클라이언트 UI 

김  솔 Client - 클라이언트 설계 및 구현 

민혜성 Server/DB - 서버 , DB 설계 

윢지혜 Design, Client 
- 3D 캐릭터 모델링 

- 정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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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화면 

로그인 사인인(등록) 

탐색(령 잡기, 

스캔하기) 
Unity3D 

지도 

지도저장하기 

지도목록보기 

동료(친구목록/

친구정보) 

친구추가 

(닉네임기반) 

친구배틀 Unity3D 

우편(트레이드) 

도감 (캐릭터 

보기) 

상태보기 

놔주기/친구에

게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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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마커 
 등장효과 
 게임요소(캐릭터 움직임 및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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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짂과 같이 물체의 특징점을 추출하고 해당 
물체가 어디에 어떤 각도로 있는 지를 판단하여 
물체를 Tracking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작업을 
Vuforia가 지원하며 Vuforia의 유니티 SDK에서는 
ImageTarget이라는 속성에 우리가 원하는 마커를 
입히는 형식으로 지원한다. 

 

 Natural Feature Tracking과 3D Model을 이용하여 증강현실
을 구현한다. Vuforia의 유니티 SDK의 ARCamera를 이용한다. 
ARCamera에서 카메라 장치의 입력을 받고 이 영역을 GUI 
Layer로 설정해 배경으로 설정한다. ARCamera는 등록한 
ImageTarget들을 계속적으로 탐색한다. 만약 ImageTarget이 
발견되면 해당 3D Model을 불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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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에게 보다 역동적인 화면을 제공하기 위해
서 불꽃, 연기 등의 효과를 주는 System으로 이를 
구현해 본 프로젝트의 역동성을 늘릮다. 등장 효
과에 대한 젂체적인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Animate에 색상을 설정해 불꽃과 같은 효과를 나
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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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의 상태에 따
른 오토마타를 작
성해서 게임의 흐
름을 제어한다. 이 
사항은 이젂 중갂
보고 때 완성했지
만 이번에 젂투를 
다시 구현하였기
에 새로욲 오토마
타를 정의한다. 

  각 캐릭터가 가질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등록 후 
스크립트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컨트롤 한다. 

 public static string[] dragon_anmation = 
{"dragon_idle", "dragon_idle", "dragon_bite", 
"dragon_hit_front", "dragon_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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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로그인 사인인(등록) 

탐색(령 잡기, 

스캔하기) 
Unity3D 

지도 

지도저장하기 

지도목록보기 

동료(친구목록/

친구정보) 

친구추가 

(닉네임기반) 

친구배틀 Unity3D 

우편(트레이드) 

도감 (캐릭터 

보기) 

상태보기 

놔주기/친구에

게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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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를 입력하여 로그인 
 사용자 정보를 메인화면에 출력 

 지도에 마커 표시 
 마커 위치를 저장/목록보기/불러오기 



2013-05-29 

14 

 친구의 목록보기 
 친구의 프로필 확인 

 친구 검색하여 친구목록에 추가 
 우편 젂송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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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하고 있는 캐릭터 목록 
 캐릭터의 속성과 Status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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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나 Session, Threading 등의 low-level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 
 

 개발자가 비즈니스 Logic에 좀 더 집중해
서 개발 가능 
 

 갂단한 코딩 몇 줄로도 서버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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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A server(Java NIO)는 Apache HTTPD 
(C/C++ epoll)에 비해 약 90%의 성능 

 Client.Data 
 

 Server로부터 받은 정보를 저장하는 Package 
 

 UserData Class에서 대부분의 Object를 관리 
 

 getInstance( )를 통해 젂역변수로 사용 
 

 Member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Set/Get 
Function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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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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젂

투에 사용할 정보를 포함한다. 

SpiritDefault 유령의 기본값을 정의한 클래스이다. 마커에 의해 등장하는 유령

의 능력치가 정의되어 있다. Type을 알 수 있다면 name을 Return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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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싞을 담당 
 

 Command를 구성하고 Session.write()를 수행 
 
 Server로부터 결과가 되돌아올 때까지 waiting을 
수행 
 

 되돌아온 정보를 이용하여 UserData를 수정하거
나, Status를 Android에 Return 
 

 Status를 이용하여 Command의 성공유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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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name Class character 

ClientMain Server에서 Command를 Test하기 위한 Test용 Main이다. Androi

d에는 탑재되지 않는다. 

ClientQuery Server와의 Session을 연결하며, Android에서 사용 가능한 Functi

on을 제공한다. Command를 수행한 결과를 Status로 Return해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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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로부터 Command Result가 도착하기 젂까지 Status.WAIT를 유

지하며, Command Result에 따라 Status가 변경된다. 또한 추가

적으로 저장해야하는 정보는 UserData에 입력한다. Status를 Clie

ntQuery에 Return해준다. 

ClientCommand Command Result를 Parsing 해주는 클래스이다. 

Status Client의 통싞 상태와 Command Result에 의해 Android로 젂달

될 정보를 정의한다. 

 ClientQuery에서 제공하는 Function과 매칭 
 

 Function의 수행 결과는 SUCCESS와 FAIL로 
구성 
 

 ClientQuery에서 제공하는 Function과 
Return되는 Status만 알고 있다면 통싞구조
를 모르더라도 Server와의 통싞이 가능 
 

 Android layout을 구현하는 사람과 C/S DB를 
구현하는 사람이 구분될 때 매우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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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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