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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논문에서의 게임 개발은 Unity3D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으로 게임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한때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큰 인기

를 누렸던 2D 러닝 게임을 Unity 3D 엔진을 이용해 3D 러닝 게임으로 개발하는 연구 배경이 되었고 간단한 조작법으로 쉽게 

게임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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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재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증가하

고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 게임의 성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스마트폰에 OS 기능 탑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기기에서도 PC수준의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 또는 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유저도 점차 증가하였다.

한때 모바일 게임에서 유행이었던 캐주얼한 게임이 큰 인기가 

있었고 그중에서도 러닝 게임이 많은 인기를 누렸다. 간단한 조작과 

점수 경쟁이라는 시스템을 무기로 많은 유저들을 끌어들이며 인기가 

있다.

Fig. 1. Mobile Game Market

II. The Proposed Scheme

1. 게임 설계

Fig. 2. System Architecture

본 논문에서의 게임 개발은 Unity3D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으로 

게임을 개발 한다[2,3]. 게임 개발 연구에 앞서 논문에서 다루는 

간단한 게임의 흐름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3은 게임의 구성도를 

나타내고 게임을 시작하면 먼저 메인화면에서 게임 시작, 도움말, 

결과화면(Score),게임종료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캐릭터 모델

게임에서 중요한 게임 캐릭터 모델을 Unity Asset Store 있는 

무료 3D모델을 사용했다. Unity3D 에서는 3D 캐릭터를 사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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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s Max나 Maya 등의 3D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작된 FBX 파일을 

사용해야 한다[4].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Unity3D에서 제공 하는 

Generic Type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였으며, 간단히 설명하면 캐릭터 

모델의 자체 제작부터 캐릭터의 맞게 설계된 캐릭터 고유 애니메이션

을 Generic 애니메이션이라고 한다. Unity 애니메이션 방식 에서는 

크게 Legacy, Mechanim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Legacy 방식은 캐릭터 및 모델들을 제작할 때 사용했던 가장 

기본적인 관절구조(Rig)를 그대로 사용하는 기본 가장 기본적인 방식

이다[5]. Generic 애니메이션은 메카님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메카님이

란 애니메이션의 연결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해주는 Unity 기능이고 

일반적으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대기, 걷기, 뛰기, 공격 

등 많은 애니메이션이 사용된다[6].

Fig. 3. Character Animation

그림 3은 캐릭터가 달리는 애니메이션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존 

모델에 적용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 중 필요한 애니메이션

을 Animator Controller를 이용해 각 각의 상황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나타 낼 수 있도록 설정한다.

III. Conclusions

본 연구는 현재 게임업계 개발에서 사용하는 Unity3D 엔진을 

이용해 캐주얼 아케이드 게임 개발을 진행 하였다. 스마트폰의 등장으

로 인해 모바일 게임 시장도 성장을 이루면서 다양한 모바일 게임이 

증가한걸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한때  큰 인기를 누렸었던 분야인 

캐주얼한 게임 러닝 게임의 열풍이 불었었고 러닝게임의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모바일 RPG가 등장하면서 러닝 게임의 한계도 드러났

다. 게임의 특성상 이렇다 할 큰 변화를 줄 수 없었다. 기존 러닝 

게임의 2D를 이용해 게임을 개발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Unity 

3D 엔진을 활용해 3D러닝 게임으로 만들어 기존에 2D 방식에서의 

지루함을 사실감 있게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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