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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탄막 슈  게임이란 기의 총알로 가득 찬 탄막을 피하는 게임이다. 탄막 슈  게임은 탄막을 발사하는 각도, 좌
표, 충돌들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필요로 한다. 탄막의 움직임이나 형태, 그리고 이어 캐릭터와 보스들의 각각

의 충돌 범 들과 좌표를 제어하고 리하는 메소드들을 구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탄막 알고리즘을 이용한 슈

 게임 설계  구  결과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추후 본 논문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도 탄막 슈  게임에 쉽게 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1. 서론

  슈 게임은 다른 게임들에 비해 비교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조작이 쉬운 UI를 제공하기 때문에 게임의 

창기부터 인기 있는 게임 장르다. 슈  게임은 하드웨어

의 발달로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근할 수 있다.

(그림 1) 슈  게임

  탄막 슈  게임은 일반 인 슈  게임과는 달리 화면을 

가득 채우는 탄막을 피하고 을 퇴치하는 장르의 게임이

다. 그림 1과 같이 탄막 슈  게임을 구 하기 해 탄막

이 발사되는 각도, 좌표, 충돌 처리를 해결하는 알고리즘

이 필요하다. 한 탄막의 움직임이나 형태, 이어 캐

릭터와 보스 각각의 충돌 범 들을 계산해야한다[1]. 본 

논문은 탄막 슈  게임을 탄막 알고리즘을 이용해 구 하

다.

2. JAVA 기반의 탄막 슈  게임 설계  구

2.1 충돌처리 알고리즘 구

  슈  게임의 기본은 이어가 들이 쏘는 탄막을 피

하면서 에게 총알을 맞추는 게임이다. 이어가 발사

한 총알이 보스와 충돌처리가 되지 않으면 게임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슈  게임에서는 탄막과 캐릭터간의 충

돌처리가 요하다. 충돌처리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는데 사각 충돌알고리즘과 원형 충돌알고리즘

이 있다. 여기서 사각 충돌알고리즘은 그림 2와 같이 캐릭

터에 충돌하지 않아도 충돌처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림 2) 좌-원형 충돌알고리즘, 

우-사각 충돌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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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슈  게임을 구 하는데 있어 사각 충돌알고리

즘은 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형 충돌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슈  게임을 구 하 다. 

  원형 충돌 알고리즘으로 충돌되는 범 를 직 으로 

보여주기 해 보스와 이어의 타격범 를 그림 3과 

같이 흰 색의 원으로 보여주었다. 이어가 쏘는 탄막과 

보스가 쏘는 탄막을 구분하여 서로가 쏘는 탄막끼리는 충

돌처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정하 다[2].

(그림 3) 타격범

 

2.2 탄막 알고리즘 구

  탄막 슈  게임에서 충돌처리만큼 요한 것은 화면을 

가득 채우는 탄막이다. 탄막은 각도, 크기, 날아가는 속도

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임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화면에서 탄막이 이동되는 각도를 계

산해서 탄막을 계속해서 그린다[3].

(그림 4) 탄막 알고리즘 

 그림 4와 같이 탄막이 날아가는 방향을 직선이라 정의했

을 때 직선에 한 각도를 계산하고 임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재 탄막의 치도 업데이트 한다[4].

     
               (1)

  의 수식을 활용하여 구한 좌표에 탄막을 이동시켜 이

동하는 좌표의 치가 맵의 크기보다 클 경우, 탄막을 제

거하여 탄막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구 하 다. 

(그림 5) 보스와 캐릭터간의 각도 

  그림 5와 같이 보스가 이어를 향해 발사하는 유도

탄막을 구 하기 해서 캐릭터와 보스의 좌표를 가지고 

각도를 계산해야 한다.

(2)

  의 수식을 이용하여 이어와 보스간의 좌표 차이

를 가지고 아크 탄젠트를 통해 계산한 각도로 탄막을 발

사하면 탄막이 이어의 치를 향해 날아간다. 

3. 결론

  최근 모바일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임  하나인 

슈 게임에서 발 한 탄막 슈 게임은 마니아뿐만이 아닌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도 즐기고 있다. 다른 슈 게임들

과 차별성을 두고 있는 탄막 슈 게임은 여러 가지 알고

리즘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다. 탄막과 캐릭터간의 충돌을 

담당하는 원형 충돌처리 알고리즘과 탄막을 구 하기 

해서 탄막이 발사되는 각도, 속도 등을 계산하는 탄막 알

고리즘 등 많은 알고리즘들이 사용된다. 본 논문은 키보드 

X를 르면 이어가 총알을 발사해 보스를 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탄막 슈 게임을 충돌 처리와 탄막 알

고리즘 이용하여 구 하 다. 보스의 공격 패턴은 일정 시

간마다 변경되도록 구 하여 다양한 탄막 알고리즘을 

용하 다. 추후 본 논문의 탄막 게임은 PC 환경만이 아니

라, 스마트폰 환경에서 구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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