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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동양 신화에서 현무, 백호, 주작, 청룡을 바탕으로 하는 사신기 신화를 이용하여 대전 액션 게임을 구현하였다. 게임 

구현에 있어 필요한 네크워크를 설계 구현하였고 게임을 구동하기 위한 메니저 시스템 및 플레이어 시스템 구현에 대하여 제안

한다. 

키워드: 대전액션(Battle Action)

I. 서 론

본 논문에서는 동양적 신화를 대표하는 사신기 신화를바탕으로 

대전 액션 게임을 구현한다. 구현된 게임의 전체적이 구성도를 

UML로 요약 설명하며, 구현 시스템 중 중요한 내용인 메니저 시

스템과 플레이어 시스템에 대한 설계 및 구현 내용을 제안한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네트워크 실시간 대전 액션 게임 프로그램

서바이벌 프로젝트에서 단타공격을 참고해 다타 공격에 비해서 

습득이 쉽고 방어 할때 방어를 수월하게 하고 방어도 일정 시간 

동안 정면만 방어를 가능하게 만들어 시간 끌기를 방지 하였다[1].

적당한 넉백도 들어가 있어 강한 공격력을 가진 캐릭터가 연계

공격을 하기 어렵게 한다거나 공격력이 약하고 빠른 케릭터는 연

계가 쉽도록 하였다[1]. 스테미너요소도 달리기와 대쉬에 제한을 

두어 도망 다니며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였다[1]. 
로스트사가에서는 이펙트를 어떻게 넣었는지 참고 하였고 스킬 

요소도 가져왔다[2]. 블레이드엔 소울에선 내력을 참조해서 도망 

다니며  스킬만을 쓰는 플레이를 막기위해 스킬과 원거리 공격 사

용시 내력이 달게 하고 내력을 채우기 위해선 근접 공격을 하게하

였다[3].

II. 본 론

본 논문에서 구현한 게임의 서버는 P2P방식의 네트워크이다. 
주요기능과 루틴은 메니져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이 메니져 시스템

은 게임메니져와 네트워크메니져로 구분된다. 이 메니저들은 플레

이어 시스템과 상호작용 한다.
그림1은 구현된 게임의 클라이언트 UML 구성도이다.

본 논문은 2014년 캡스톤디자인 수행 연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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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클라이언트 UML

Fig 1. Client UML

1. Manager 시스템

게임에서 설정, 네트워크 접속, 로비를 관리한다. 인트로는 메니

져들에게 플레이어 ID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며 BaseManager
는 씬별로 OptionManager에서 설정을 받아와 항상 같은 게임설

정을 유지할수 있게 해준다. GameManager는 인게임 안에서 일

어나는 옵션에 관해 관리한다.

그림 2. Manager 시스템

Fig 2. Manager System

2. 플레이어 시스템

케릭터의 이동, 공격, 원거리공격, 스킬등을 다루며 최종적인 자

식 클래스들은 인게임에서 선택가능한 주작, 백호, 청룡, 현무 클

래스로 별도로 생성해두었다. 최상위부모클래스인 PlayerStatus에
서 기본적인 속성을 선언하고 캐릭터의 행동을 PlayerCtrl인터페

이스에서 각케릭터에 맞추어 행동하게 하였다.

그림 3. 플레이어 시스템

Fig 3. Player System

IV. 결 론

게임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Unity3D를 이용해 동양 신화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신을 바탕으로 게임을 구현하였다. 이를 

위하여 게임의 클라이언트를 구현하여 UML로 구성하여 제안하

였고 메니저 시스템 및 플레이어 시스템도 구현하여 향후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보다 쉽게 게임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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