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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XNA Framework 기반의 모바일 게임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모바일 게임의 특징은 스토리, 이미지, 단계별 

맵 클리어, 장애물 등의 4개 요소를 고려하여 개발한다. 바다에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를 사용하였으며 메인 캐릭터가 단계별 

맵에서 주어진 아이템을 획득하면 해당 맵이 클리어 되고 다음 단계로 진행되도록 구현한다. 전통적인 게임, 흥미 외에도 메인 

캐릭터가 경로를 찾는 방법과 게임에 생명을 주는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키워드: XNA, Windows Phone7 Framework. NET Compact Framework

I. 서 론

Windows Phone 플랫폼은 실버라이트(Silverlight)와 XNA를 

이용하여 .NET Compact Framework 기반으로 모바일 게임을 개

발할 수 있는 강력한 모바일 컴퓨팅 플랫폼이다[1][2][3]. 
Windows Phone은 노키아(Nokia)와 결합하여 4.3인치 디스플

레이 크기와 LTE인 제4세대 통신을 탑재해 미국과 동시에 전 세계

에 판매되고 있다. 현재 윈도우폰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대 이상 

판매돼 조금씩 시장을 회복하는 추세다. 윈도우폰 마켓플레이스는 

2010년 출시 이후 8만개 이상의 앱이 등록된 세계 제3대 시장으로 

수많은 카테고리 중 게임이 13%나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XBOX 
라이브리는 서비스와 연결한 것이 특색이다. XNA는 PC뿐만 아니

라 윈도우폰 및 키넥트 플랫폼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핵심 프레임 

워크다[4][5].
본 논문에서는 XNA Game Studio를 이용하여  Windows Phone 

7 기반의 모바일 게임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II. 바다이야기 게임 설계 및 구현

1. 바다이야기 게임 설계

바다이야기 게임에서 사용하는 캐릭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캐릭터

그림 1의 캐릭터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터치한다. 캐릭터가 이동하면서 아이템을 획득하면 스코어가 올라

간다. 

2. 바다이야기 게임 구현

본 논문에서 구현한 모바일 게임은 그림 2와 같이 XNA_Example
과 XNA_ExampleContent로 2개의 프로젝트를 생성한다.  

그림 2. 프로젝트 생성



XNA_Example 프로젝트는 게임 로직을 구현하고, 
XNA_ExampleContent 프로젝트는  폰트, 3D 모델, Bitmap, 사운

드 등 게임의 모든 리소스를 관리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게임 

리소스를 사용하는 LoadContent() 메서드는 게임이 실행될 때 한번

만 호출되는 메서드이다. LoadContent() 메서드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LoadContent() 메서드 구현

Update() 메서드와 Draw() 메서드는 게임이 실행되는 동안 루프

를 돌면서 게임 종료시까지 반복 호출되는 메서드로 그림 4와 같이 

구현한다. 

그림 4.  Update() 메서드와 Draw() 메서드 구현

Update() 메서드는 게임 로직 구현 및 객체 상태 변화를 구현하는 

메서드이고, Draw() 메서드는 객체를 화면에 그리는 메서드이다. 
바다이야기 게임 실행 화면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바다이야기 실행화면

 

그림 5에서 캐릭터가 장애물과 충돌하면 회생갯수가 1개씩 감소

하며, 3개가 소멸되면 게임은 종료된다. 불가사리 아이템을 획득하

면 점수가 100점씩 상승한다.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Windows Phone 7 기반의 모바일 게임 바다이야

기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 게임은 해당 레벨에 해당하는 맵 단위

로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와 장애물들이 이동하는 경로 등을 

지정한다. 그리고 장애물, 아이템, 캐릭터별로 각각 기능에 맞는 메

소드를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레벨 1, 2를 구현하였으나 향후 

레벨을 추가한 게임을 윈도우폰 전용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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