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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수 많은 스마트폰 앱이 출시되고, 동시에 잊혀져가는 현재 새로운 앱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동기와 흥미유

발이 중요하다. 특히 게임 시장에서는 화려한 그래픽과 강렬한 특수효과를 갖췄음에도 실패하는 앱이 있는 반면 특출날 것 없는 

그래픽에도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큰 성공을 거두는 앱도 있다. 이에, 스마트폰이 갖추고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참신한 아

이디어를 통해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앱을 개발해 보기로 하였다. 

키워드: 스마트 폰(smart phone), 게임(Game)

I. 서 론

1991년에 출시된 바코드 배틀러(Barcode Battler)라는 게임기가 

있다. 이 게임기는 출시된 시대가 시대인 만큼, 딱히 화려한 효과나 

성능 등을 가진 것은 아니었으나 독특한 아이디어 하나로 일부 유저

들에게 컬트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

그림 1-1. 바코드 배틀러

Fig. 1-1. Barcode Battler

그림 1-2. 바코드 카드

Fig. 1-2. Barcode Card

그것은 바로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바코드든, 게임기에

서 읽으면 서로 다른 능력치의 전사(배틀러)가 생성된다]는 점이다. 
이 아이디어로 이 게임기는 유저에게 ‘이 바코드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 ‘이 바코드와 저 바코드 중 어떤 바코드가 더 강력할

까?’ 등의 호기심과 플레이 동기를 유발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당 게임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현대 스마

트폰이라는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을 응용하여 개발한, 호
기심을 갖고 즐길 수 있는 게임 앱을 개발하였다.  

II. 본론

1. 게임 구성

2-1)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의 캐릭터 등록

    -촬영한 파일을 MD5 해시해 값에 따른 능력치 산출

2-2) 바코드를 읽어 캐릭터에 장착할 아이템 획득

    -바코드 값에 따라 아이템 DB에서 하나가 선택됨

2-3) 각자 준비한 캐릭터와 아이템으로 타인과 대전

2-4) 결과 디스플레이 및 서버에 포인트 데이터 저장

그림 2-1. 사진 촬영

Fig. 2-1. Take Picture

그림 2-2. 바코드 읽기

Fig. 2-2. Read Barcode

그림 2-3. 대전 화면

Fig. 2-3. Battle

그림 2-4. 결과 저장

Fig. 2-4.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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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조

[그림2-5]는 개발된 앱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프로그램 개발은 

이클립스 환경에서 ADT(Android Development Tool) 4.03버전

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으며, 게임 앱은 크게 5가지 기능을 통해 구현

하였다.

 1) 사진을 촬영하여 Bitmap 파일로 저장

 2) Bitmap을 Byte 데이터로 전환하여 MD5해시

 3) 바코드 리딩 및 아이템 DB테이블 매칭

 4) NFC통신으로 두 디바이스간 데이터 전달

 5) 서버 연동 및 데이터 저장

그림 2-5. 순서도

Fig. 2-5. Flow Chart

1) 사진을 촬영하여 Bitmap파일로 저장

사진 촬영 및 잘라내기(crop) 부분은 안드로이드 기본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였다. Manifest파일에 권한을 부여하고, 어플을 호

출해 Intent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주고받았다.

2) Bitmap을 Byte 데이터로 전환하여 MD5해시

Bitmap → Byte 전환 함수는 웹에 공개된 예제를 참고하였고, 
MD5함수 해싱은 자바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

3) 바코드 리딩 및 아이템 DB테이블 매칭

바코드 리딩은 zxing이라는 안드로이드용 오픈소스를 이용하였

다. DB테이블은 사전에 파일로 생성해 두고, 바코드 리딩 결과값

에 따라 매칭되게 하였다.

4) NFC통신으로 두 디바이스 간 데이터 전달 

NFC통신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예제(sampleNFC)를 응용하여 

구현하였다.

5) 서버 연동 및 데이터 저장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웹과 참고문헌에 있는 예제를 

참조하여 구현하였다.

III. 결 론

앱을 개발하는 데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어떤 앱이건 성공

한 앱이 되려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대중의 관심을 끄는]것이

다. 관심을 받는 앱은 곧 성공한 앱이 될 수 있고, 관심받지 못하는 

앱은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얼마 못가 잊혀지기 마련이다.
본 앱은 생활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진과 바코드라는 

2가지 요소를 도입하여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며, 주변 사람과의 대

전이라는 요소를 통해 자연스러운 전파효과를 얻게 된다. 파급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 광고 / 혹은 부분 유료화 아이템 도입 등을 

통한 수익 창출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UI(User Interface)를 보다 사용이 편리하게 개선하고, 디자인 

및 시각효과를 보기 좋게 다듬는 것은 본 논문의 향후 과제로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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