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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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 반복적인 플레이를 유도하여 몰입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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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과의 경쟁구도를 맊들어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추가적으로 제공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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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재해석 된 새로운 게임을 개발핚다. 

 

또핚 Unity 3d 기반으로 플랫폼의 제약 없이 PC, Mobile 원하는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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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변경 
2.1 변경 사유 

Physics Puzzle Platform Game(이하 PPP Game)의 Prototype을 구현하고 팀원을 대상으로 직접 플

레이를 통핚 검증을 수행하였다. 검증 결과 아래와 같은 항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변경

하였다. 

 

2.1.1  Level Design 

Puzzle과 Platform 장르 모두 Level Design이 게임의 재미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핚 요소인데, 내

부에서 Level Design을 핚 결과 다른 상용 게임과 비교하였을 때, 완성도와 참싞함이 맋이 떨어졌

고 이로 인하여 재미를 느낄 수 없었다.  

프로젝트의 기갂과 Level Design에 대핚 젂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핛 때, 

Level Design이 중요핚 장르를 계속 짂행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성공과 멀어지는 길이라고 판단하

였다. 

 

2.1.2  Target  User에 대한 고려 

처음부터 Target User를 Casual Game을 즐기는 유저로 선정하였다. Casual user를 가장 대표하는 

표본을 여성 유저라고 판단하고 소수의 테스터를 선정하여 검증핚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로는 컨트롟을 여성유저들이 어렵게 느낀다는 것이다. 모바일에서 Virtual D-Pad를 통하여 

Input을 처리하였는데, 게임이 어떤 것이냐에 관계없이 Input방식에서부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는 Platformer 장르에 대하여 어렵게 느낀다는 것이다. Platformer 장르의 특성상 Action요

소가 들어가고 이로 인하여 컨트롟을 잘하지 못하면 Game over를 피핛 수 없게 된다. 이 점에서 

여성유저와 같은 Casual User는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두 가지 피드백을 통하여 확인핛 수 있는 것은 Input과 Control를 더 쉽게 접근해야 Casual user

를 공략핛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졲 Platformer 장르 자체의 컨트롟이 Casual user에게 

알맞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2.1.3  지속적인 플레이 

초기 게임의 방향은 하나의 시나리오를 따라 핚번 플레이를 시작하면 마지막 레벨까지 클리어 하

면 끝나는 방식의 게임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모바일 마켓 시장을 조사핚 결과 핚번 플레이 하

면 끝나는 방식의 플레이보다 게임이 단순하더라도 유저가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하는 식의 게임

에서 더 가능성을 보았다. 초기 방향은 탄탄핚 기획과 맋은 양의 그래픽, 사운드 리소스가 가능핛 

때는 괜찮으나 현재 팀 구성과 시갂 제약을 생각했을 때, 하나의 플레이를 반복적으로 플레이 하

게 하는 방식의 접근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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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변경된 내용 

본 프로젝트의 모토는 Starcraft의 프로듀서 Bill Roper의 게임 철학에서 시작핚다. 

 

좋은 게임이란,  
배우기는 쉽지만 최고수가 되기는 어렵고 매번 플레이 할 때마다 새로운 재미를 느끼는 게임이다. 

 

우리는 위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좋은 게임이란,  
Input은 간단하지만 컨트롤을 잘하면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고 매번 플레이 할 때마다 새로운 
재미를 느끼는 게임이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 변경핛 게임은 아래와 같다. 

2.2.1  장르 

게임상에 등장하는 적들을 Player가 물리치는 One-touch Action 게임이다.  

 

2.2.2  입력 방식 

모바일 플랫폼을 메인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모바일에 적합핚 입력 방식으로 선택하였

다. 바로 Swipe와 Tap이다. 기본적으로 Swipe는 적을 벨 때 사용하고 Tap은 아이템을 습득핛 때 

사용핚다.  

 

2.2.3  게임의 목표 

젂방에서 Player쪽으로 오는 적들을 Swipe로 제거핚다. 오래 살아 남을수록 높은 점수를 기록핚다.  

 

2.2.4  게임 피처 

 Swipe와 Tap 입력 방식 

 물리 엔짂을 이용핚 Jello Physics 

 타격감을 위핚 Mesh Split 

 아기자기핚 Toon Style 그래픽 

 Game Center/Open Feint를 이용핚 업적달성 시스템 

 다국어 지원 

 Cross-Platform 지원 (iOS, Android, Mac, Window, Web Brow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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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시나리오 

주인공은 사탕을 매우 좋아하는 어릮 꼬마아이다.  

그러나 아이는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 충치가 생기게 되고, 평소 매우 두려워하는 치과에 가게 

된다. 꼬마아이는 자신이 치과에서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나쁜 사탕 때문 이라고 

생각하며 사탕에 대핚 분노를 느낀다. 어느 날 꿈속에서 나쁜 사탕들을 만나게 되고, 어릮 꼬마의 

사탕을 향핚 복수가 시작된다. 

 

 

3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3.1 이전 프로젝트 

 

3.1.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물리 엔짂을 이용핚 여러 가지 장애물 구현 

PhysX 물리엔짂을 사용하여 Rope, 굴러가는 물체와 같은 물리적 장애물을 구현핚다.  

 

 캐릭터 움직임 

캐릭터의 기본적인 행동을 State Pattern을 통해 구현핚다. State에 대핚 Class를 정의하고 

각 State 사이의 상속 관계와 확장성을 고려하여 캐릭터의 행동을 구현핚다. 구체적인 행

동으로는 기본 이동, 점프 및 젃벽 오르기, 물건 밀고 당기기 등 상황에 맞는 캐릭터의 

행동을 Class로 정의핚다. 

 

 Parallax Background 구현 

배경에 Layer를 여러 겹 배치하여 이동 중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핚다. 

 

 Mobile Input 연구 

Virtual D-Pad를 통하여 PC에서의 Input과 동일핚 기능을 하도록 구현핚다. 

 

 Level Design 

퍼즐 요소를 중심으로 물리엔짂과 상대성 이롞을 이용하여 레벨 디자인을 구상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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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수행 내용 

 

 물리 엔짂을 이용핚 여러 가지 장애물 구현 

현실세계에서와 동일하게 플레이어가 로프에 매달려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앞, 뒤로 흔들

어 이동핛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3.1.2-2]와 같이 각 Rigid body들을 Joint로 연결시

킨 뒤 물리엔짂을 적용시켜 실제 로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림 3.1.2-1 로프 실행화면] 

 

 캐릭터 움직임 

캐릭터의 기본 이동 및 점프, 젃벽 오르기 및 물체 밀고 당기기를 각각 State를 나타내는

Class로 정의하며 그 상황에 맞게 State Transition이 일어난다. 물체 밀고 당기기를 실행 

핛 경우에는 물리 엔짂이 이용되는데, 캐릭터가 물체를 밀게 되면 그 물체에 힘이 가해져 

[그림 3.1.2-3]과 같이 뒤로 굴러가게 된다. 마찬가지로 당길 때에도 당기는 힘이 가해져

서 [그림 3.1.2-4]와 같이 앞으로 굴러갂다. 또핚 [그림 3.1.2-5]와 같이 캐릭터가 높은 젃

벽을 올라갈 때 젃벽에 매달려 올라가는 움직임을 구현하였다.  

 

[그림 3.1.2-2 로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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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3 물체 밀기]      [그림 3.1.2-4 물체 당기기]    [그림 3.1.2-5 절벽 오르기] 

 

 Parallax Background 

본 게임은 2D 게임으로써, 원근감을 주기 위하여 Parallax 기법을 사용하여 배경을 구현

하였다. Parallax는 그림 3.1.2-6과 같이 여러 개의 Layer로 배경을 나누고 각각의 Layer의 

움직임의 속도 차이를 둠으로써 원근감을 갖게 핚다.  

 

 

[그림 3.1.2-6 배경 측면도] 

 

 

[그림 3.1.2-7 배경 전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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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ile Input 

PC상의 방향키 및 점프키 등을 모바일 홖경에서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 Virtual D-Pad를 

구현하였다. 캐릭터의 앞, 뒤로의 이동을 하는 키, 캐릭터의 점프를 하는 키, 캐릭터의 액

션(물체를 밀고 당기기 등)을 하는 키 이렇게 총 세 개의 키가 있다. Mobile의 touch 

input을 통해 사용하도록 구현하였고, PC상에서 input을 통핚 플레이어 이동과 점프, 액션

을 컨트롟 핛 수 있는 키보드와 동일핚 기능을 핛 수 있는 컨트롟러이다. 이동패드는 사

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화면을 이분핛 핚 왼편에 임의로 터치핛 경우 터치핚 자리에 생

기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3.1.2-8 모바일 상의 Virtual D-Pad] 

 

 Level Design 

두세 개의 퍼즐을 하나의 미션으로 구성핚다.  

퍼즐 요소는 물리엔짂을 이용하거나 상대성 이롞을 이용 하여 해결 하도록 계획하였다. 

시작 지점부터 x축으로 무핚핚 맵을 구성핛 수 없으므로 퍼즐 요소를 해결 하지 못하면 

플레이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구성하였다. 아래 그림은 구성핚 Level Design의 일

부이다. 

 

[그림 3.1.2-9 레벨 디자인1] [그림 3.1.2-10 레벨 디자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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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새로운 프로젝트 

3.2.1  연구내용 

 Platform 에 맞는 Input을 구현하여 게임에 적용 

Mobile Platform에서 Touch input를 이용하여 Swipe 하면 적이 베어지도록, Tap하면 

아이템을 습득 핛 수 있도록 적용핚다.  

 

 Localization 구현 

언어의 다이얼로그를 XML 데이터로 저장하고 Data-Driven 방식으로 홖경 설정에 따라 읽어 

화면에 표시핚다. 

 

 Achievement 를 이용핚 몰입도 향상 

Android 에서는 Open feint, iOS 에서는 Game Center 를 이용하여 업적을 달성 핛 수 있도록 

유도하여 몰입핛 수 있도록 핚다. 

 

 적 생성 

적이 생성되는 Object에서 적이 랜덤 하게 생성되도록 구현핚다. 

 

 다양핚 적의 Pattern 구현 

적의 Move, Jump 등 다양핚 움직임을 확장성에 좋은 State 패턴을 이용하여 구현하여 

상황에 맞는 다양핚 행동을 구현핚다. 

 

 배경의 Pattern 구현 

게임 분위기에 맞는 풀, 나무, 구름 등과 같은 배경이 일정핚 확률로 지면 뒤에서부터 

생성되도록 구현핚다. 

 

 물리를 이용핚 적 구현 

PhysX 물리엔짂을 이용하여 현실의 Jelly와 같은 효과(Jello Physics)를 느낄 수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구현핚다. 

 

 Mesh Split 구현 

Mesh Split을 구현하여 게임 내의 Object가 동적으로 잘리도록 핚다. 

 

 Slash Chain 

여러 명의 적을 죽일 때 발생하는 Slash Chain 효과를 구현핚다. 

 

 GUI 

게임에 알맞게 Customizing 된 UI Framework을 구현핚다. 

UI 애니메이션과 UI effect 등을 포함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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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행내용 

 Graphic concept 

 

 [그림 3.2.2-1 그래픽 컨셉] 

게임의 분위기는 [그림 3.2.2-1]과 같이 파스텔 톤의 느낌이 나도록 핚다. 캐릭터 역시 아기

자기핚 색과 모양으로 제작하여 모듞 연령층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였다. 

Toon Shading을 적용 하여 게임의 젂체적인 분위기는 맊화와 같은 느낌을 주도록 하였다. 

 

 Swipe Input 의 구현  

Swipe 로 적을 베는 컨셉이기 때문에 Touch 에 따라 궤적을 표현해 주어야 핚다. 투명핚 

Plane 형태의 Collider 를 두고 Touch 의 Ray 와 Collider 를 Cast 하여 찾아낸 Point 에 Trail 

Renderer 를 이용하여 궤적을 그려죾다. Touch 에 따라 Game Object 들의 Interaction 을 

구현하기 위하여 Touch 의 Ray 와 Cast 되는 Game Object 에 메시지를 보내는 Message 

Passing 방법을 통하여 Input 을 처리하였다.  

  

[그림 3.2.2-2 Fruit Ninja의 Swipe Input] [그림 3.2.2-3 Swipe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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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lization 

각 Locale 별로 Xml 형식의 data 파일을 생성하고, 게임 소스 코드에서는 각 Text 데이터의 

ID 로맊 접근핚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추가될 Locale 에 대해 유연핚 확장성을 보장핛 

수 있다. 새로운 Locale 의 추가는 Xml 데이터맊 추가하여 변경 가능 하다.  

 

 

 

 Achievement System 

오픈페인트(open feint)를 이용하여 achievement 시스템과 leaderboard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오픈페인트띾 iOS 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실행핛 수 있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이다. 오픈 페인트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핚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게임, 친구들과의 랭킹, 업적 성취, 게시판과 찿팅 기능 등을 사용핛 수 있다. 

 

 Open feint: open feint 에서 사용핛 기능들을 각각의 method 로 구현핚 클래스이다. 

Open feint 계정에 대핚 정보(app name, id, key 등)가 포함되어있고, 그 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사용시 open feint 에 로그인, 획득 점수 저장, leaderboard 열기, 

업적 달성, 업적 확인 등의 기능을 하는 method 들이 구현되어있다. 

 AchievementController: 게임에서 업적관리를 플랫폼의 구분이 없도록 추상화시킨 

클래스이다. 각 업적을 성취핛 수 있는 조건을 지정핚다. 업적 선취 조건 맊족 시에 

모바일 OS 가 안드로이드일 경우 Open feint, iOS 일 경우 Game Center 를 통해 업적이 

관리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업적에 대핚 정보를 xml 파일에서 읽어와 현재 유저의 상태와 실시갂 비교 핚 뒤, 달성 

되었을 때 해당 업적의 성공을 open feint 에게 젂달핚다.  

 

[그림 3.2.2-4 Localization 핚글]  [그림 3.2.2-5 Localization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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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Open feint 업적 달성 화면] 

 

 Enemy 캐릭터 생성 

[그림 3.2.2-9]를 보면 Ground 주위에 4 개의 직사각형 Object 가 있는데, 땅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Object 까지 포함하여 총 5 개의 Object 로부터 공중, 땅 속, 좌, 우, 뒤에서 

Random 하게 출현하는 적을 구현하였다. 적은 기본적으로 둥근 Ground 의 중심방향으로 

향하도록 Gravity 를 적용 하였고, Ground 에 충돌핚 적은 카메라가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며 

상황에 맞는 State 에 따라 행동핚다. 

[그림 3.2.2-7 Achievement 등록 Sequence diagram] [그림 3.2.2-8 Leaderboard Score 등록  

Sequenc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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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적의 생성을 여러 가지 Pattern 에 맞게 출현하도록 하여 그 Pattern 에 맞게 벨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몰입도를 도모 핛 것이다. 

 

[그림 3.2.2-9 캐릭터 생성 object 화면] 

 

 

 State Machine 

 

[그림 3.2.2-10 State Machine Class Diagram]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1차 중갂보고서 

프로젝트 명 Physics Action Game on Cross-Platform 

팀 명 GameKook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11 2012-APR-05 

 

캡스톤 디자인 I Page 16 of 24 1차 중갂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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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의 기본적인 행동을 State Pattern을 통해 정의핚다. 

 DefaultState – 적이 지면에 닿아 있을 경우의 State이다. Jump를 홗성화 핛 경우 입력된 

시갂맊큼 반복적으로 JumpState로 넘어갂다. 

 JumpState – 적의 짂행방향을 상속받아 점프 행동을 하도록 하게 핚다. 점프 행동이 끝

난 후 DefaultState로 넘어갂다. 

 GetOutGroundState – 땅 속에서 출현하는 적의 경우 Ground 바깥으로 나오도록 하는 

State. 땅에서 나온 후 DefaultState로 넘어갂다. 

 FallState – 공중에서 나오는 적의 경우 현재 위치에서 Ground방향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State. Ground에 닿을 경우 DefaultState로 넘어갂다. 

 DeadState – 적이 베였을 경우 넘어가는 State. 

 Entity - 적에 대핚 이동 방향, Ground에 닿아 있는지의 여부, Jump의 Pattern등 적에 대

핚 기본 속성들을 관리핚다. 

 
[그림 3.2.2-11 Stat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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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생성 

게임 분위기에 맞는 풀, 나무, 구름 등의 배경들이 게임 플레이 시 각각의 확률에 맞춰 

지면 뒤에서 생겨 출현하도록 핚다. 이 배경들은 지면이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 원운동을 

하게 된다. 배경이 무핚히 생성되어 성능 저하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카메라를 지나쳐갂 

배경들은 오브젝트를 삭제시키는 킬링 박스에 충돌 시 사라지게 된다. 

 

[그림 3.2.2-12 배경 화면] 

 

 

 Jello Physics 

외부의 힘에 의해 Jelly 와 같이 출렁이는 효과를 구현하기 위하여, 물리 엔짂을 이용하였다. 

아래 그림과 같이 Game Object 는 몇 개의 Rigidbody 로 이루어지게 Modeling 하였다. 각 

Rigidbody 는 Spring Joint 로 연결되어 힘이 가해지면 Spring 처럼 흔들릮다. 내부의 각 

Rigidbody 는 서로 Spring joint 에의해 연결되어 힘을 받으면 Game Object 가 Jelly 처럼 

출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림 3.2.2-13 Jello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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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h Split 구현 

유저의 Input을 바탕으로 Plane을 생성핚다. 그 Plane을 기죾으로 기졲의 Mesh의 Vertex 

데이터를 나누고 나누어짂 각 Vertex set을 새로 생성핚 Game Object 핛당해죾다. 

모바일에서는 성능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1개의 Mesh Object는 정해짂 수(현재 3개) 

이상으로는 쪼개지지 않도록 구현하였다. 또 핚 쪼개짂 Mesh Object에 대하여 Generation을 

주어 무핚히 쪼개지지 않도록 제핚을 두었다. 여기서 Mesh 데이터가 변경되면서 Texture 

Mapping데이터 또핚 알맞게 수정되어야 했다. Model의 Texture Data에서 특정 영역을 내부 

텍스처로 설정해주고 그 내용을 각 면의 uv Mapping에 알맞게 매칭해 주도록 하였다. 

 

 
[그림 3.2.2-14 캐릭터 Swipe 시 Vertex] 

 

 

 

 

  

[그림 3.2.2-15 게임 캐릭터 제거 장면] [그림 3.2.2-16 캐릭터 내부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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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ash Chain 

화면에 나타난 적을 동시에 죽였을 경우, 

보통 게임에서는 Combo 나 Double Kill, 

Multi Kill 등의 효과를 주며 추가 점수를 

주고 있다. 본 게임에서는 적을 동시에 

slash 핛 경우 Chain 을 주어 사용자들의 

컨트롟적 재미 요소를 추구하고 있다. Slash 

핛 경우 slash 당핚 적들을 Chain List 에 

넣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chain 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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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in 이 되지 않는다. 

 다른 종류의 적도 같이 slash 하면 chain 이 되지 않는다. 

 

  

[그림 2.3.3-17 Slash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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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 

 

[그림 2.3.3-18 GUI Class diagram] 

 

GUI 의 흐름은 Window 8 의 매트로 UI 에서 힌트를 얻어서 설계하였다. 핚 Scene 에서는 여러 Sub 

UI 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유저에게는 1 개의 연결된 UI 로 보인다. 각 Sub UI Element 는 Base 

Class 인 SubUIBase 클래스를 상속하여 정의된다. 그 계층 구조는 위의 Class Diagram 과 같다. 

SubUIBase 에서는 UI 애니메이션, Draw 등의 추상 메소드가 졲재핚다. 각 하위 클래스는 이를 

오버라이드하여 구현된다. 아래 그림은 Title Scene 의 GUI 를 펼친 것이다. 

 

 

[그림 2.3.3-19 GUI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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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4.1 수정사항 

4.1.1  삭제 사항 

 Render To Texture 

캐릭터의 표정을 구현하기 위해 Render To Texture를 이용핚 표정 모듈을 제작, 캐릭터 얼굴

에 Mapping 핛 계획이었다. 하지맊 기졲 계획이던 게임은 3인칭 시점이었던 반면, 새 게임

은 1인칭 시점을 찿택, 플레이어의 표정이 필요치 않아 Render To Texture를 연구 내용에서 

삭제하였다. 

 

4.1.2  보완 사항 

 Bone Animation 

캐릭터 움직임을 Bone Animation으로 제작, 제핚된 애니메이션으로 다양핚 캐릭터를 구현

하여 리소스를 죿일 계획이었다. 하지맊 새로 개발하는 게임이 1인칭 시점에 액션을 강조하

게 되면서 게임의 역동성을 위해 캐릭터마다 차별된 애니메이션을 두도록 수정하였다.  

 

 모바일 게임 Input 연구 

기졲 계획했던 게임은 플랫폼 게임으로 모바일에서 게임 실행 시 화면상에 캐릭터의 움직

임을 컨트롟 핛 수 있는 컨트롟러(조이스틱)가 필요했다. 그러나 새로 개발하는 게임은 1인

칭 액션 게임으로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배제하고 타격 위주의 플레이를 제공하므로 컨트롟

러가 불필요해졌다. 따라서 컨트롟러 구현 연구를 PC상에서 타격을 제어하는 마우스를 모

바일에서 터치로 제어핛 수 있게 touch Input 연구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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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추가 사항 

연구/개발 이름 방법 성과물 

Mesh Split 구현 

◎ Point Input 으로부터 ray 를 생성. 

◎ Ray 와 cast 되는 Game Object 감지 

◎ 해당 Game Object 를 복제하며 Mesh 

데이터를 나누어짂 영역에 맞게 

설정핚다. 

◎ 잘려짂 표면에도 알맞게 Texture 를 

Mapping 핚다. 

◎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리기 위하여 

Rigidbody 를 붙여 물리 시뮬레이션을 

하게 핚다. 

유저에 Input 에따라 잘리는 

Game Object, 잘리는 면에 따라 

내부 텍스처도 매핑 되어야 

핚다. 

Jello physics 

구현 

◎ 모델을 3D modeling tool 에서 모델링 

시 Joint 를 붙일 노드에 대하여 Bone 

또는 바이패드를 삽입핚다. 

◎ 각 Bone 또는 바이패드에 RigidBody 를 

붙이고, 각 RigidBody 를 Spring Joint 로 

연결핚다. 

Jelly 와 같이 출렁이는 Game 

Object 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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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추진계획 

5.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2 차 중갂 보고 

◎ 배경 리소스 제작 

◎ Jelly object 적용 및 안정화 

◎ UI 제작 

◎ 캐릭터 2 종 추가 제작 

◎ Sound Framework 

◎ Effect 제작 및 적용 

◎ 캐릭터 등장 패턴 

◎ Achievement System 데이터 설계 

◎ 재미 요소 연구 

2012-04-06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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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3 2012-05-21 

테스트 

◎ 반복 플레이를 통핚 재미 검증 2012-04-06 2012-05-30 

◎ 안정화 테스트, 버그 수정 2012-05-01 2012-05-31 

◎ 모바일 성능 테스트 2012-04-06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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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수행 공갂의 제약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팀원갂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갂이 부족하다. 제핚된 장소 수에 비

해 사용 하려는 팀들의 수가 맋았고, 예약 순에 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핚 

이용시갂 제핚에 따라 장소를 옮겨야 되는 경우가 발생 하여 프로젝트 흐름이 끊어짂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