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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모바일 게임 시장은 매년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중의 관심 또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 게임은 대체로 조작이 

간단하고 장소에 따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앞으로도 모바일 게임 시장의 전망

은 밝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게임에서 가장 성공한 장르 중 하나인 소셜 네트워크 게임 중에서도 RTS 장르의 

게임을 기획, 설계 구현한 것에 대해 다루었다.

키워드: 모바일 게임(Mobile Game),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RTS(Real-Time Strategy)

I. Introduction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국내 게임 시장은 PC에서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다. 모바일 게임은 시간과 장소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고 

대체적으로 간단한 조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PC게임보다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시장조사업체 슈퍼데이터리서치의 통계

에 따르면 지난 해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은 매출 410달러를 

기록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모바일 게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분야는 유저간

의 상호작용을 통한 네트워크 게임이다. 소셜 네트워크 게임은 플레이

어의 실시간 조작을 통해 다른 플레이어와 상호작용을 하고, 거기서 

얻는 보상과 감정 교류가 사람을 끌어들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모바일 게임의 특징을 살려 소셜 네트워크 

게임 장르 중에서도 RTS(Real- Time Strategy)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웹 호스팅 서버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Unity3D를 이용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을 제작하고자 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1. System plan

1.1 설계 환경

시스템의 설계 환경은 Intel(R) Core(TM) i5-6600 CPU 3.30 

GHz, 8GB메모리상에서 Unity엔진을 사용하여 게임 환경을 3D로 

구성하였으며, 웹 호스팅 서버를 사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탐색하여 운용하도록 개발하였다.

1.2 게임 설계

본 논문에서 개발한 게임의 전체적인 흐름도는 [Fig 1]과 같다.

Fig. 1. Flow Chart

1.3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Unity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보통 PlayerPrefs를 사용하여 저장하

지만 그 저장방법은 상호작용이 필요한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게임의 운용에는 본인의 데이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데이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간편한 PlayerPrefs를 사용하지 

않고 웹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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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y에서 제공하는 WWW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Http 송신 

및 수신을 통해 웹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Fig. 2. Server Communication Diagram

1.4 맵 데이터 연동

사용자가 게임에 다시 접속 했을 경우 사용자가 지어놓은 건물 

배치를 그대로 불러오기 위해서, 또는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마을에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용자가 건설해놓은 타워들을 그대로 

재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용자가 타워를 생성하기 위해 클릭한 노드를 배열의 형태로 

만들어 클릭한 노드의 숫자에 따른 배열의 위치에 사용자가 생성한 

건물의 번호 데이터를 삽입했다. 노드 배열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값을 하나로 붙여서 하나의 스트링 형태로 만들어 서버에 저장했다. 

서버에서 맵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서버에 저장된 스트링형 맵 데이터

를 불러온 뒤에 Substring을 사용하여 일정 간격으로 자른 후 노드 

배열에 하나씩 삽입 후 번호에 따라 건물이 나오도록 하였다.

string str = 서버에서 불러온 맵 데이터;

for (int NodeNum = 0; NodeNum < 63; NodeNum++) {

   string strNodeNum;

   M_data[NodeNum] = 

     int.Parse(str.Substring(NodeNum, 1));

  

  switch (M_data[NodeNum]) {

    case 1:

      strNodeNum = NodeNum.ToString();

      Instantiate(생성할 건물, 건물의 위치);

    break;

    }

}

Fig. 3. Map data interlocking Pseudo code

2. System implementation

2.1 시작화면

게임 시작 화면은 로그인 화면으로 되어있어, 계정 생성과 종족 선택, 

로그인이 가능하다. 생성되는 계정의 정보는 서버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로그인 버튼을 눌러 계정에 맞는 마을 화면으로 이동이 이루어진다.

Fig. 4. Start Screen

2.2 마을화면

시작 화면에서 로그인을 하면 계정에 맞는 마을 화면으로 이동되며 

상점에서 건물을 건설하거나 유닛을 생산할 수 있다. 상점 UI를 

클릭하면 건물 건설 노드가 나오며 노드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자유롭

게 건물을 생성할 수 있다.

Fig. 5. Default townscreen

2.3 전투화면

선택한 UI에 따라 전투화면으로 넘어오게 된다. 전투는 UI의 유닛을 

선택하고 화면을 클릭하거나 터치하면 그 장소에 유닛이 소환되며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대상을 탐색하여 공격한다.

Fig. 6. Battle Screen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흥행하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게임에 

주목하여 저용량 게임 개발에 유리한 Unity3D엔진을 사용하였다.

웹 호스팅 서버를 사용하여 서버 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게임 운용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불러와 사용하고, 그에 

따른 상호작용으로 다른 유저와 대전을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형 

게임을 개발하였으며, NGUI를 이용해 직관적인 UI를 배치 및 구현하

여 간단한 조작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routine의 

시간 지연 기능을 이용하여 서버 사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가져오도록 하였으며 조작과 AI구현에 드로우콜을 최소

화하였고, Raycast를 이용한 전략적 유닛 소환과 Singleton 패턴을 

활용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웹 API와 Unity3D엔진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들을 사용하

여 플레이어간의 상호작용, 즉 멀티플레이를 통한 전략 게임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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