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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게임연구의 기 과정에 속하는 2D엑션 게임을 기획, 연구, 개발한 결과물을 기술

하 다. 2D 횡 스크롤 게임방식인 액션게임으로 획득하는 아이템을 통해 새로운 기술(무기)를 얻으

며 소환수가 동반된다. 한 기존 로그램은 한 화면 당 출연하게 되는 군의 수가 제한 이었으

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게임은 이어가 군을 섬멸할 때의 쾌감을 높이기 하여 한 화면당의 

군의 수를 평균 군 출  수 보다 높게 조정하여 타격감을 높 다. 그리고 아이템을 획득하게 되

면 미량의 아이템을 사용한 후 아이템의 사용이 바로 단되어 이어들에게 아쉬움을 주었으나 

본 로그램에서는 한번 획득한 아이템은 다음 아이템을 획득하기 까지 구 으로 사용할 수 있

게 제작되어 그 아쉬움을 고, 스테이지의 끝에서는 보스를 괴하는 스테이지 게임의 구  결과

물이다.

I. 서론

21세기 들어서 풍요로운 여가  취미활동이 요한 

의미로 등장함에 따라 문화산업 한 종래의 단순한 여

가나 소비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심으로 면에 부상

하고 있다. 한 디지털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엔터테인

먼트와 산업의 결합을 통한 문화콘텐츠 상품이 속속 등

장하고 있다. 그 에서도 게임 산업은 신 기술력을 

필요로 하면서 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디지털 경

제를 이끌어갈 표 인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 에서도 재 선두를 달리는 산업

의 표주자  하나가 게임산업이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게임 산업은 국가의 미래 수익 창출과 인간 생활

을 선도하는 산업으로서 확고한 상을 지니게 되었다. 

재 국내 게임 산업은 3조원이 넘는 시장규모를 자랑

하고 있으며,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산업에 한 큰 경

제  효과 등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세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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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게임시장이 반도체 산업의 시장규모를 추월할 

것이라 망한다.

이러한 게임 산업 발  흐름에 발맞추어 본 연구는 

게임 로그래머가 되기 한  기술을 함양하기 하여 

게임 로그램의 기 기술인 2D엑션 게임을 개발하여

보았다. 개발 도구로는 Microsoft사의 Visual C++와 

Adobe사의 photoshop를 이용하 다.

2. 연구 내용

2.1. 표면 설정

표면(Surface) 리는 기본표면 리, 보조표면 리, 

오 스크린 리 세가지로 나뉜다. 2D 이미지를 도우

가「연속된 메모리 역」에서 리하는 구조(called 

"Surface")로써, 모든 이미지는 이 표면(Surface)로 옮

겨지고 옮겨진 이미지는 객체로 표 (called "Surface

객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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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표면 리(Primary Surface)

Video Card에 응되는 메모리(“비디오 메모리”)

리로써, 이 메모리에 장된 내용은 바로 화면에 출력

된다.

② 보조표면(Back Buffer)

  기본 표면에 추가하는 이미지를 사  작업하는 메모

리 역이다. 화면에서 캐릭터나 배경이 움직일 경우 

기본 표면에서 직  처리하면 부자연스러우므로 사 에 

보조 표면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기본표면에 포함시킴으

로써 표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③ 오 스크린표면(Offscreen Plain)

외부에 장된 비트맵을 Video Card에서 이미지를 

읽어드리기 한 간 임시 메모리 역으로, 기 이

미지 일을 처음 이 표면으로 옮기게 된다.

④ 표면설정 단계의 흐름

flippingflipping

blippingblipping

flippingflipping

blippingblipping

(그림 1) 표면설정 단계 흐름도

리핑(flipping)이란 기본 표면과 보조표면 사이의 

자료 이동을 말한다.

보조표면이란 기본 표면과 같이 비디오 카드에 치

한 메모리에 할당되는 표면이다. 단지 기본 표면만으로

도 작업이 가능 하지만 기본 표면에 배경과 캐릭터 등

의 이미지를 도시화할 때는 자연스럽지 못한 애니메이

션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조표면을 이용하여 

필요한 그림을 처리 하고 고속으로 기본표면으로 복사

하기 해 필요한 과정을 리핑(flipping)이라 한다.

블리 (blitting)이란 폴더 안에 있는 그림을 게임에

서 표 하기 해서는 그림을 읽어서 보조표면이나 기

본표면 에 표 해야 하는데 폴더에서 매번 읽어서 보조

표면으로 이동 시킨다는 것은 비효율 이다. 따라서 폴

더에서 오 스크린 표면으로 옮긴 후 오 스크린 표면

에 있는 그림을 보조표면으로 옮긴다. 오 스크린 표면

에서 보조표면으로 옮기는 작업을 블리 (blitting) 이

라 한다.

2.2. 아이템을 통한 무기 획득

본 게임에서는 2D 횡 스크롤 게임방식인 액션게임으

로 획득하는 아이템을 통해 새로운 기술(무기)를 얻으

며 소환수가 동반된다. 

먼  횡 스크롤 게임 방식이란 키보드의 좌(←), 우

(→) 방향키가 게임의 진행 방향이 되는 방식을 말한다. 

소환수란 게임 시작 시에 이어의 좌측상단에 치

하여 투 시에 이어가 공격하는 것을 지원한다. 

여기서 소환수의 이름이 바로 기온(Region)이다. 그

리고 아래의 (그림 2)에서 굵은 원으로 표시된 부분의 

아이템을 습득하게 되면 스킬(무기)을 얻을 수 있게 된

다.

(그림 2) 아이템을 통한 무기획득 화면

① 아이템 M

이미지로 표시된 아이템 M은 미사일을 발사를 가능

하게 한다. 이 미사일은 Legion과 이어에서 발사 

된다. 아래의 (그림 3)은 기온이 M 아이템을 먹었을 

경우 미사일이 발사되는 화면이다.

(그림 3) 미사일 발사 화면

② 아이템 H(1)

H(1)은 첫 번째 H 아이템을 나타낸다. H(1)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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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수의 펀치 공격을 가능하게 한다. 아래의 (그림 

4)는 H(1)을 획득했을 때의 화면을 나타낸다.

 

(그림 4) 다수의 펀치 공격 장면

③ 아이템 H(2)

H(2)는 두 번재 H 아이템을 나타낸다. H(2)를 획득

하면 space키를 러 Legion의 공격 패턴을 바꿀 수 

있다. 아래의 (그림 5)와 (그림 6)은 H(2)를 획득하기 

과 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두번째 H 아이템을 획득하기  공격패턴

(그림6) 두 번째 H 아이템을 먹은 후 공격 패턴.

 (그림 5)와 (그림 6)에서 보이듯이 두 번째 H 아

이템을 획득하기 에는 뒤에서 앞으로만 공격을 하게 

되나, 아이템 획득 후에는 에서 아래로의 공격이 가

능하게 된다.

2.3. 높은 군 출  수

기존 로그램은 한 화면 당 출연하게 되는 군의 

수가 제한 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게임은 

이어가 군을 섬멸할 때의 쾌감을 높이기 하여 한 

화면당의 군의 수를 기존 로그램의 평균 군 출  

수 보다 높게 조정하여 타격감을 높 다. 

아래의 (그림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 화면에 12명

의 군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한 (그림 8)에서

는 한 번에 여러 명의 군이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많은 군 수 출  장면

(그림 8) 한 번에 다수의 군 타격 장면

2.4. 무한 아이템 사용

기존 2D 게임에서는 아이템을 획득하게 되면 미량의 

아이템을 사용한 후 아이템의 사용이 바로 단되어 

이어들에게 아쉬움을 주었으나, 본 로그램에서는 

한번 획득한 아이템은 다음 아이템을 획득하기 까지 

구 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이어들에게 

아이템 획득에 한 부담을 덜어주었다. 즉, 에서 언

 된 M, H(1), H(2) 아이템 등을 습득하게 되면 게임

이 끝날 때까지 아이템을 무한 로 쓸 수 있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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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 다.

2.5. 스테이지 방식

본 게임은 왼쪽 끝 스테이지에서 오른쪽 끝으로 이

동하며 단계별로 보스를 괴하는 스테이지 게임이다. 

(그림 9)에서 란색 용(Dragon)은 스테이지 왕을 타

나내며 흰색 캐릭터는 이어를 나타낸다.

(그림 9) 스테이지 방식

오른쪽으로 진행 에 마지막 스테이지에 도달하게 

되면 보스가 출 한다. 이 보스를 처치해야 모든 스테

이지가 끝나도록 로그램을 구 하 다.

3. 결론

컴퓨터게임산업은 멀티미디어 기술을 가장 집약시켜 

사용자에게 실감 있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분야로

서 정보화 시 의 주요한 략산업 의 하나이다. 게임 

시장을 PC게임, 홈 게임기, 모바일게임  유무선 온라

인게임, 그리고 업소용 게임 등 크게 4 분야로 나 어 

볼 때 PC는 상 으로 미국과 유럽의 개발사가 강세

이며, 홈게임기와 업소용은 일본이 상 으로 강한 경

향이 있다. 특히 미국의 PC 게임개발사는 기존 고정

념을 타 하는 새로운 개념의 게임들을 흥행시킴으로써 

세계 게임개발 기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신 개념의 게임들이 나오면 한동안 비슷한 패턴의 게임

들이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 미국 한 외는 아니다. 

이 듯 소수의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가 게임 기술의 

질 인 상승에 기여하고, 게임 시장의 흥행에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

추어 게임 로그램 개발의 요성을 깨닫고 게임 로

그램을 개발하 다.  개발자로써 개발한 게임 로

그램이라 체 인 흐름설계  반 인 구성에 다소 

완성도가 낮지만, 향후 온라인 기능  보다 높은 수

의 기능을 추가하여 보다 향상된 게임 로그램 개발에 

정진한다면 우리나라 게임 기술의 발 에 석이 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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