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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전 세계 게임 시장을 분석해 보면 온라인 및 PC게임 시장 보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

는 기존 슈팅게임에 색다른 재미인 탄환 흡수 및 특수 스킬 기능을 추가하여 구현한다. 장소의 제약을 덜 받는 원 핸드 플레이 

게임을 구현하고, 캐릭터의 터치를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며, 몰입도를 위한 화려한 탄막들을 설계하고 개발한 것이 특징이

다.

키워드: 유니티3D(Unity3D), 모바일(Mobile), 탄막(Barrage), 슈팅 게임(Shooting game)

I. Introduction

전 세계 게임 시장을 분석해 보면 온라인 및 PC게임 시장 보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특성을 살려 장소나 상황의 

제약을 덜 받는 원 핸드 플레이 게임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플레이어는 

캐릭터를 터치하여 드래그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고 

화려한 탄막을 구현하여 게임을 지루하지 않고 몰입할 수 있게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유니티 엔진[1,2]을 이용하여 종 스크롤 슈팅게임을 

개발한다. 

II. Game Design

2.1 레이 캐스트를 이용한 캐릭터 조작 구현

본 절은 레이 캐스트(Raycast)를 이용한 캐릭터 조작에 대해 설명한

다. Raycast 함수를 이용해 화면에 터치를 하였을 경우 좌표로부터 

쏘아진 레이와 충돌한 오브젝트의 정보를 읽어오는 방식으로 플레이어 

캐릭터의 조작이 가능하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캐릭터를 터치한 상태

로 드래그하면 해당위치로 따라가기 때문에 조작법이 매우 간단해 

진다. 그림 1은 레이 캐스팅에 대한 슈도코드를 보여준다.

if(터치 입력 시) {

ray = Camera.main.ScreenPointToRay (클릭 좌표)

if(Physics.Raycast( ray위치, ray거리, 충돌데이터) {

타겟 = 충돌한 게임오브젝트 대입

}

if(타겟 == 플레이어 캐릭터) {

플레이어좌표 = ray의 좌표 + 수정값;

}

}

Fig. 1. Ray casting pseudocode

2.2 탄막 알고리즘 구현

슈팅 게임의 또 다른 재미 요소는 적이 공격하는 탄막에 있으며 

본 절에서 Spiral탄막과 No-Way탄막, Speed Bullet 탄막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3 랜덤 N-Way 탄막

랜덤 N-way 탄막은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발사하는 탄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 나간다. 발사되는 영역의 각도를 지정하고 그 각도사이

에 랜덤으로 탄을 흩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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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piral 탄막

Spiral 탄막은 소용돌이 탄으로 발사되는 탄의 발사 각도를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바꾼다. 이로 인해 적으로부터 소용돌이 모양의 탄이 

발사되고 차츰 화면 전체로 퍼지게 된다.

2.5 Speed Bullet 탄막

Speed Bullet 탄막은 추월탄으로 처음에는 늦은 탄을 발사하고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조금 빠른 탄을 발사함으로서 화면 전체에 

갈고리 모양으로 휘어진 탄막이 퍼져나간다.

2.6 유도 기능을 가진 스킬 구현

플레이 도중 플레이어에게 도움이 되는 스킬들을 구현하였다. 그중 

일정량의 스킬게이지를 소모하여 현재 등장한 적들 중 무작위로 

타겟을 지정하여 해당 적을 찾아가는 기능을 연구하였다.

III. Result

그림 2는 삼성 갤럭시 S3에서 작동하고 있는 게임의 화면으로, 
적기가 발사하는 N-way탄막을 피하며 플레이어가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Fig. 2. Game Screen

IV. Conclusions

본 논문은 장소의 제약을 덜 받는 원 핸드 플레이 게임을 구현하고, 
캐릭터의 터치를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며, 몰입도를 위한 화려한 

탄막들을 설계하고 개발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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