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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랜덤 생성 알고리즘을 도입한 디펜스 게임을 제안한다. 기존의 디펜스 게임은 지형물의 변

형 및 확장이 불가능하다. 그것에 착안하여 지형물들의 위치가 랜덤으로 생성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본 

게임은 지형물이 랜덤으로 생성되지만, 난이도에 따라 연속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지형물의 개수를 차별화하

고, 사용자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지형물의 개수에 제한을 두었다. 또한 조작 가능한 캐릭터를 생성해 적

을 공격할 수 있게 구현하여 사용자의 몰입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디펜스 게임(defense game), 지형 생성(topography generation) 

랜덤 지형 생성 기반의 난이도 조절이 가능한 디펜스 게임 개발
유홍석O, 강민성*, 신영호*, 장재현*, 조성헌*

O경운대학교 항공소프트웨어공학과,
*경운대학교 항공소프트웨어공학과

e-mail: hsyoo@ikw.ac.krO, kmins97@naver.com*, jmhn4@naver.com*, 

jaehyun2831@daum.net*, ddolyi97@naver.com*

Development of a Difficulty-Controllable Defense Game 

with Random Topography Generation 
Hongseok YooO, Min-Sung Kang*, Young-Ho Shin*, Jae-Hyun Jang*, Seong-Heon Joe*

ODepartment of Aeronautical Software Engineering, Kyungwoon University,
*Department of Aeronautical Software Engineering, Kyungwoon University

I. Introduction

최근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주요 야외시설 

및 외부 활동 등이 제한되어 실내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산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1], 그중에서도 PC 게임, 모바일 게임의 

이용률 및 관심도 증가에 주목하여 게임을 개발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교적 저사양 PC 사용자도 즐길 수 있고 

모바일, 플레이스테이션 등 여러 플랫폼으로 만들기 유용한 Unity 

Engine을 사용했다. 기존 디펜스 게임은 적의 HP, 이동속도, 수로 

난이도 조절을 하고, 적의 경로가 정해져 있는 형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난이도에 따라 랜덤 생성 확률을 조정하고, 지형물이 연속적으로 

생성되는 개수에 차별화를 두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지형물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데, 난이도마다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지형물의 개수에 

차별화를 두었다. 이를 활용하여 적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는 게임을 

제안한다.

II. Related works

현재 게임 시장에 수많은 디펜스 게임이 출시되어 있다. 기존 

디펜스 게임은 적의 경로가 정해져 있고, 포탑을 설치하고 나면 그저 

지켜보는 형태의 게임이 대부분이다. 또한, 스테이지별로 정해진 

적의 수와 성능만으로 난이도를 조절하고, 반복된 플레이는 게임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2]

Fig. 1. 기존 디펜스 게임의 예

III. Difficulty-controllable defense game with 

random obstacle generation

1. 랜덤 생성 확률을 통한 난이도 조절

본 게임에서는 전략적인 게임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스테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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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택할 수 있는 난이도를 두 단계로 나눴다. 난이도마다 랜덤 

생성 확률을 조정하고, 지형물이 연속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개수를 

제한했다. Easy 난이도는 50% 확률로 지형물이 랜덤 생성되고, 

연속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지형물을 최대 4개까지 설정했다. Hard 

난이도의 경우 20% 확률로 지형물이 랜덤 생성되고, 연속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지형물을 최대 3개로 설정했다. 그리고 10개의 추가 

지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자는 생성된 지형물들을 활용하

여 지형물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데, 추가 지형물은 선택한 난이도에 

맞게 지형물을 받는다. 난이도 Easy는 15개, Hard는 10개의 추가 

지형물을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다. 추가로 같은 스테이지 같은 난이도를 

선택하여 플레이하더라도 매번 랜덤 생성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게임을 

즐길 수 있다.

2. 랜덤 생성 알고리즘을 적용한 디펜스 게임

Fig. 2. 게임 진행에 따른 Flow Chat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의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 난이도를 

총 2단계로 구성했다. 스테이지 선택 후 난이도를 선택하면, 난이도에 

맞게 지형물이 랜덤으로 생성된다. 이때 대기 시간이 주어지는데 

사용자는 난이도에 맞게 부여받은 지형물을 추가 설치해 적의 경로를 

결정하고 주어진 재화를 활용한 포탑 설치한다. 대기 시간이 모두 

소모되면 적이 출현한다. 사용자는 주어진 무기와 포탑을 활용해 

적을 일정 수 이상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임을 제안한다.

IV. Experimentation

1. 개발 환경

운영체제 Window10 64bit

프로세서 Intel(R) Core(TM)

메모리 8GB

그래픽 NVIDIA GeForce MX150

유니티 버전 [3] 2020.3.9f1

2. 난이도에 따른 게임 실행 화면

Fig. 3. 난이도 Easy (랜덤 생성 확률 50%)

Fig. 4. 난이도 Hard (랜덤 생성 확률 20%)

Fig 3, 4의 그림은 본 게임에서 Easy, Hard로 나눠진 난이도에 

랜덤 생성 확률이 적용된 화면이다.

Ⅴ. Conclusions

기존 디펜스 게임의 지형은 스테이지별로 지형이 정해져 있어 

변형 및 확장이 불가능하다. 또한, 적의 성능으로 난이도 조절을 

했다. 본 논문에서는 랜덤 생성 시스템을 도입해 난이도를 조절하는 

게임을 제안했다. 스테이지마다 선택할 수 있는 난이도를 두 단계로 

나누고. 난이도마다 랜덤 생성 확률을 조정했다. 그리고 지형물이 

연속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개수를 제한했다. 또한, 난이도마다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지형물의 개수에 차별화를 두었다. 이런 새로운 기능으

로 인해 이미 클리어한 스테이지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랜덤으로 

생성되는 지형물 때문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컨텐츠 소모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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