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국내 게임 시장 콘텐츠는 아이템을 많이 만들기 위
해 사용자가 게임을 많이 이용하는 방식을 유도하는 
양산형 게임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현실에 사용자는 
국산 게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시
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
어난 인디 게임이 필요하다. 게임 카테고리를 나누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퍼즐 게임이 설치 후 경과일에 
따른 재방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퍼즐 
게임은 대부분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는 게임 카테고
리이므로 게임 장르를 퍼즐 게임으로 한정하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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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퍼즐 게임은 테트리스 블록
과 칠교놀이 블록을 동시에 활용하여 기존의 칠교놀
이보다 많은 2D 도안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창의력을 증진시킨다. 오프라인
에서 몰입력 있게 구현 불가능한 규칙을 가진 퍼즐 게
임은 현실에서 물품으로 출품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퍼즐 게임을 Unity 게임 엔진으로 구현한다.

Ⅱ. 콘텐츠 기획 및 제작

1. 구성 및 개발내용
 사용자가 우선 구현한 소프트웨어를 PC 플랫폼으로 
접속한 뒤 UI 인터페이스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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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칠교놀이 블록과 테트리스 블록을 사용하여 적절한 규칙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퍼즐게임
을 연구하고 콘텐츠를 개발한다. 게임 콘텐츠의 상품화에 치중하여 특정 게임 구간에 특정 아이템을 부가적
으로 요구하는 양산형 게임에서 벗어난 클라이언트 인디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 진입장벽이 낮고 재방문율이 
높은 퍼즐게임을 기획하고 개발한다. 구현된 게임은 테트리스 블록과 칠교놀이 블록을 동시에 활용하여 기
존의 칠교놀이보다 많은 2D 도안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창의력을 증진시킨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y and develop content for a puzzle game that can be enjoyed lightly with appropriate rules us
ing Chilgyo-Nori blocks and Tetris blocks. We plan and develop puzzle games with low entry barriers and high revisit 
rates from the perspective of client indie game developers who are away from mass-produced games that additionally r
equire specific items in a specific game section by focusing on the commercialization of game contents. The implement
ed game promotes the creativity of users based on the possibility of creating more 2D designs than the existing Chilgy
o-nori by using the Tetris block and the Chilgyo-nori block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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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사용할 데이터는 Build 된 Unity 파일 데이
터이다. 따라서 완성된 소프트웨어는 Unity 게임 엔
진으로 동작하며, 게임 관리 컴포넌트로 장면과 난이
도를 구성한다. UI 이벤트와 더불어 Game Object를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한다.

2. 게임 요소 제작 기획
 장면은 로고, 타이틀, 게임 방법, 난이도 선택, 게임
으로 이루어진다. 장면에 입장했을 때 호출되는 Ente
r 함수와 장면이 종료될 때 호출되는 Exit 함수, 그리
고 장면을 로드하는 과정에서 Progress 함수가 사용
된다. 사용할 블록은 Unity ProBuilder 패키지를 활
용하여 삼각 poly 기반으로 제작한다. scale factor
는 (0.5, 0.5, 0.1)로 한다. 본 과제에서는 추가적인 크
기 조정을 위하여 Modeling 후에 Empty Object에 
자식으로 놓고 scale을 0.5, 0.5, 1로 설정하였다.

 블록의 상태 변화를 switch 문을 사용하여 Unity 이
벤트 함수인 Update에 프레임마다 호출하여 상태를 
감지한다. 인벤토리에 게임 매니저가 인식할 블록의 
개수에 상관없이 맞출 블록을 3개 보여주고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코드를 공식화하기 위해 경계값 분
석을 한다. 공식은 ‘인벤토리에 배치할 게임 매니저 
블록의 인덱스 공식 = 게임 매니저에 저장된 블록의 
개수 - (게임 매니저에 저장된 블록의 개수 – 인벤토
리 인덱스) + Down 버튼 클릭 Count’이다. 

 시간 아이템은 UI의 Fill Amount 값을 이용한다. 
자르기 아이템은 미리 잘라 놓은 블록을 Resources 

폴더에서 가져오는 형식을 적용한다. 

3. 개발 패턴과 자료구조
 장면 매니저와 UI 매니저는 Singleton 패턴을 사용
하여 생성한 인스턴스를 이용하여 dictionary 자료
형에 저장한다. 비동기 장면 전환을 위하여 Corouti
ne 함수를 사용한다. 맞출 블록이 문제의 블록에 맞
춰지는 로직은 MeshColider의 Bounds를 이용하여 
물리 충돌처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 위치의 데이
터를 배열로 받아 거리 계산과 삼각 폴리의 방향으로 
블록을 맞춘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게임 콘텐츠의 상품화에 치중하여 
특정 게임 구간에 특정 아이템을 부가적으로 요구하
는 양산형 게임에서 벗어난 클라이언트 인디 게임 개
발자 입장에서 진입장벽이 낮고 재방문율이 높은 퍼
즐게임을 기획하고 개발하였다. 개발한 퍼즐 게임은 
테트리스 블록과 칠교놀이 블록을 동시에 활용하여 
기존의 칠교놀이보다 많은 2D 도안을 창출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도안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퍼즐을 완성하여 추론 능력과 사고력과 창
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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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성

 

그림 2. 블록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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