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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UNITY3D 엔진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에서 조작할 수 있는 2D 캐주얼 육성 게임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UNITY3D 엔진을 사용하는 이유는 소량의 비용으로 멀티 플랫폼을 지원해주고, 한가지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플

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특징으로는 기존에 있는 육성게임에 캐주얼 게임을 더해 미니게임을 넣어서 장르

간의 융합을 이루었고, 10대 20대의 여성,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손쉬운 조작 방법과 아기자기한 강

아지의 모습으로 게임을 설계한다.

키워드: 전략 게임(Strategy Game), 플랫폼(Platform), 유니티(Unity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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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재 국내의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주로 이용하는 게임플랫폼을 물었을 때 중복응답을 기준으로 응답자의 

87.2%가 모바일 게임을 들었을 정도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성장하였

다[1].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10.6% 성장해 3조970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2]. 

현재 모바일 게임 중에서도 그림1을 참고하면 RPG 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장르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액션, 전략, 스포츠 게임 

등이 있다. 국내 모바일 시장의 경우 한 게임이 성공하게 될 때, 

비슷한 게임을 많은 회사들이 내놓음으로써 같은 장르의 게임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구조가 많이 보여진다. 그로인해 이미 포화상태인 

같은 장르의 새 게임을 출시하고, 그것으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본 논문은 현재 시장에서 새로운 유행을 이끌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자 Unity를 이용한 2D 육성캐주얼게임 제작을 목표로 

하며, 그에 따른 상태구현에 필요한 기술 등을 설명한다. 

Fig. 1. Popular Game

II. The Proposed Scheme

1. 게임 설계

그림2는 전체적인 게임의 구성을 나타낸다. 처음 게임화면에서 

플레이를 하게 될 경우 메인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며, 메인화면에서 

상태체크와 상점, 미니게임선택 화면으로 이어지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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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ystem Architecture

2. 캐릭터 스프라이트 & 애니메이션

그림 3은 메인화면에서 보게 되는 강아지 전체의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설정되어있는 애니메이션에 따라 좌, 우, 앞, 뒤의 애니메이

션이 재생된다. 각 레벨에 따른 다른 이미지를 볼 수 있다. 

Fig. 3. Character Image

3. 실행 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게임은 윈도우7 64bit, 인텔 코어 i5-3470 

3.20Ghz에서 제작하였다. 이미지 제작은 어도비 포토샵을 사용하였

고,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C#을 이용하였으며, UNITY 엔진 5.1.0f3버

전[3]으로 제작했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작화면의 일부이다.

Fig. 4. Start 

III. Conclusions

본 논문은 육성게임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 

게임을 더해 융합 된 것이 특징으로, 모바일게임으로써 언제나 어디에

서나 플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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