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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식에서 탈피한, 3D 그래픽을 이용한 1인칭 미니 회피게임을 제작하는 방법

에 해 제안한다. 기존의 3인칭 시 에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방식을 벗어나, 시 을 1인
칭으로 변환하고 FPS와 같은 시 과 이동방식을 제공하며, 기존의 2D게임에서 사용되던 축이 고정된 

오 젝트의 충돌인 AABB(Axis Aligned Bounding Box)가 아닌 축이 수시로 변하는 OBB(Oriented 
Bounding Box) 방식을 사용함으로 써, 3D 그래픽에서도 2D 그래픽에서처럼 정교한 충돌 검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1. 서론

   회피 미니게임은 게임이라는 것이 생기면서부터 존재

해온 매우 오래된 게임으로, 쉬운 조작성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회피게임을 

3D로 제작하여 원래 게임과는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엔진에서 제공하는 그래픽의 특정화된 기

술을 사용하지 않고 DirectX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게임

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직  구 한다. 특히 OBB(Oriented 

Bounding Box)를 이용한 충돌 감지 구 을 통해, 3D 그

래픽 상에서도 세 하고 빠른 충돌감지 기능을 제공한다.

2. 게임 설계  제작

   본 은 DirectX를 이용한 1인칭 회피게임이 구 되는 

부분에 한 내용으로 게임에 사용된 개발기술의 구  방

법에 해 설명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게임의 시

스템 흐름도는 그림1과 같다. 

2.1 충돌 감지

충돌 감지는 두 오 젝트가 서로 맞부딪치거나 움직이는 

물체를 할시 사물의 상태를 검사하는 것이다. 회피게

임을 구 하기 해서는 필수 요소이며 가장 요한 부분

이다[1, 2, 3].

충돌감지를 통해서 게임세계를  세계와 동일한 것을 개

발할 수 있으며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다. 캐릭터와 미사

일 사이에 충돌 감지를 통해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크게 작용한다.

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축이 고정된 

AABB(Axis Aligned Bounding Box)를 이용한 충돌 감지 

보다 더욱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세

한 충돌 감지가 가능하다.

(그림 1) 시스템 흐름도

충돌 감지에 사용되는 분리축은 A의 면법선벡터 6개, B의 

면법선벡터 6개, A의 변 12개와 B의 변 12개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동시에 수직인 축 144개를 모두 더한 156개 

이지만, 볼록다면체는 육면체 오 젝트이기 때문에 서로 

평행한 선들을 제외하면 A의 면법선벡터 3개, B의 면법선

벡터 3개, A의 변 3개와 B의 변 3개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동시에 수직인 축 9개를 더한 15개로 압축 할 수 있

다. 

이 게 구해진 15개의 분리축과 각 오 젝트의 심축, 육

면체의 크기를 통해 A와 B 사이의 충돌 감지 유무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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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

2.2 폭발 이펙트와 입자 티클

본 은 폭발 이펙트와 입자 티클 구 부분으로 티클 

시스템을 사용하여 개발한다. 티클 시스템[4, 5]은 신비

로운 자연 상의 많은 부분을 비슷하게 구  가능하고 

무수히 작은 입자들로 표 가능 하다. 티클 입자들은 

이 내리는 장면을 연출 하거나 폭발 이펙트와 같은 것들

을 모델링 한다. 티클 시스템에서 기본의 되는 것은 원

하는 개수와 텍스처 일을 기화하는 것이다. 매 임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좌표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구

한다.

3. 결과 화면

본 논문에서 구 된 개발환경은 도우 7 환경에 Visual 

Studio2008을 이용하 고, DirectX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구 하 다.

  

  

(그림 2) 미사일을 피하는 화면

 

(그림 3) 미사일과 충돌하여 폭발하는 화면

그림 2는 게임을 이하는 화면으로써 자신을 향해 날

아오는 미사일을 피하는 장면으로, 상단에 좌측부터 경과 

시간, 날아오는 미사일의 수, 미니맵 등이 표시된다. 그림 

3은 피하지 못한 미사일과 충돌하여 폭발하는 화면이다.

 

4. 결론

본 논문은 게임엔진으로는 근 할 수 없는 세세한 부분

까지도 구  가능하다는 과 충돌감지, 유연한 카메라 클

래스, 티클 시스템 등을 직  구 함으로써 비주얼 이펙

트를 극 화하고 그래픽을 최 화하여 메모리측면에서 효

율 인 장 이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 는 기존의 3인칭 

회피게임과 다른 1인칭 시 의 새로운 방식의 회피게임을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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