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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슈팅 게임이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배경을 상하로 움직이고 음악을 포함하여 물방울 

객체를 피하는 게임을 개발하고자 한다. 먼저 물체 충돌을 판정하기 위하여 두 객체의 중심점과 반지름을 이용하여 빠르게 충돌

을 판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물체를 피하면 점수를 제공하고 또한  난이도를 제공함으로써 게임의 흥미를 부과하였다. 

키워드: 반지름(radius), 충돌(Collision),  모바일 게임(mobile game)

I. 서 론

최근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많은 으용 앱이 개발

되고 성장하고 있다. 이런 성장과 더불어 게임 앱도 다양화 되고 

있다. 또한 매년 게임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폰이 

대중화 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스마트 폰

만으로 실행할 수 잇다는 장점 때문에  모바일 게임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1][4] 본 논문에서는 여러 게임중에서 Dodge 게임을 

구현하고자 한다. 배경설계와 캐릭터 설계시 충돌판정방법을 해결

하고 난이도를 조정하도록 구성하였다. 

II. 무게 중심을 이용한 Dodge 게임

게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크게 7가지가 있다.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캐릭터, 플레이어 캐릭터가 발사하는 미사일, 
적 캐릭터와 적 캐릭터의 미사일, 충돌, 아군 캐릭터 조작, 적군 

캐릭터의 움직임등 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플레이어 

캐릭터가 발사하는 미사일은 구축하지 않고 단지 dodge 게임으로 

완성하려한다.

1. View 설계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View는  그리기를 수행할 때 터치 입

력을 받는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어 본 논문에서는 SurfaceView
를 사용하였다. 

 그림 1 SurfaceView [2][3]

  

SurfaceView는 화면 업데이트를 백그라운드 쓰레드로 수행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자원을 잠식하지 않고 원활하게 View를 

업데이트를 주는데, 일반적인 View가 바로 하나의 Thread에서 모

든 연산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연을 줄일 수 있다.
SurfaceView의 전체 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배경 설계 및 구현 

간단한 그림을 그림판에서 작성 후 이 그림의 시작과 끝이 부드

럽게 연결되도록 구성하였다. 요약 코드는 다음과 같다.

cy1 = -Height;   // Back[0] Start YPoint

cy2 = 0;          // Back[1] Start YPoint

sy =10;            // BGI Moving Speed

public void BGImove(int Height){

  cy1 +=sy; cy2 +=sy;

  if( cy1 == Height) cy1 = -Height;

  if( cy2 == Height) cy2 = -Height }

그림 2. 배경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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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2는 첫 번째 배경의 시작 지점이고, cy1이 두 번째 배경의 

시작 지점이다. sy는 배경이 움직이는 속도다. Height는 디바이스

의 View의 세로 길이이므로 cy1에는 화면에서 위쪽으로 View만

큼 더 떨어진 위치에서 배경을 그리게 되는 것이고, cy2는 0이기 

때문에 디바이스의 우측상단에 맞추어 그려진다. 배경을 움직이기 

위해서 만든 메서드로 public void BGMmove를 사용했는데 배

경이 움직이기 위해 속도를 더해주는 연산을 해준다. 조건문에서

는 cy1과 cy2가 Height와 같아 질 때. 즉, View크기에 아래로 넘

어가서 안보이게 되었을 때 다시 cy1과 cy2의 값을 –Height로 돌

려주어 다시 배경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구현 하였다.

3. Character 충돌 판정  

플레이어 캐릭터와 적 캐릭터의 충돌을 판정하기 위하여  원형 

충돌을 사용하였다. 

public boolean isCollision(double x1, double y1, double r1,double x2, 

double y2, double r2) {

     double dx, dy, dr;

     dx = x2 – x1; dy = y2 – y1; dr = r1 + r2;

     if( ( x * dx ) + ( dy * dy ) < dr * dr ) 

         return true; 

     else eturn false; }

그림 3. 원형 충돌

 

원형 충돌은 두 객체의 중심점과 반지름을 알고 있으면 쉽고 빠

르게 판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원은 중심점으로 부터의 거

리가 모두 같으므로 두 개의 원이 접할 경우에는 두 원의 반지름

을 더한 값과 두 원의 중심점을 연결한 선의 길이가 같아진다. 우
리는 충돌을 계산해야 하므로 ‘반지름의 합 보다 작다’로 구현하

였다.

4. 구현 결과

안드로이드 앱을 구성한 화면은 그림4에 나타내었다. 첫 화면은 

시작 및 종료 및 설정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최종화면에서 

다시 첫게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간화면에서는 점수가 

나오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4. 앱 구현 화면 

  

  
 

III. 결론

매년 게임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폰이 대중화 되

면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스마트 폰만으로 실

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모바일 게임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게임중에서 Dodge 게임을 구현하였다. 
차후 슈팅을 추가하여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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