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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4년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 전공의 졸업 작품 프로젝트 중 “Majesty on Sword:위대함이 깃든 검”이라

는 액션 게임 개발을 정리한 것이다. 이 게임은 기본 게임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 수많은 적들을 한꺼번에 사냥하는 과장된 액션

의 지루하고 단순한 패턴에서 벗어나 스킬 시스템의 구현과 캐릭터의 사실적인 액션을 강조하여 기존 액션게임과 어떤 차별점을 

두고 개발하였는지 기술한 논문이다.

키워드: 스킬 시스템(skill system), 사실적인 액션(realistic action), 패턴(patten)

I. 서 론

재미 이론의 저자 라프 코스터는 게임은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
을 가르치고 학습하게 되는데 그 ‘무엇’은 일종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 패턴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재미를 느끼게 된다고 한다[1].
액션게임에서 패턴은 PC(player character)가 행동할 수 있는 

모든 동작과 적과 장애물이 유저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는지 학습

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액션 게임들이 액션을 너무 과정되게 구현하여 플레

이가 지루해지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게임인 “Majesty on 

Sword”의 스킬 시스템의 특징과 다양한 패턴의 전투, 그리고 캐

릭터의 동작이 과장되지 않고 사실적인 액션을 강조하여 어떤 게

임을 개발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II. 유사 게임 분석

1. 장르

게임의 장르 중 하나인 액션은 온라인, 모바일, 콘솔 등 플랫폼의 

상관없이 게임 유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르이며 세부 장

르로는 대전형 액션 게임, 플랫포머 게임, 슈팅 게임 등이 있다.
액션게임은 롤플레잉 장르와는 다르게 플레이어의 실력에 따라 

게임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2].

2. 유사 게임 분석

스킬시스템과 사실적인 액션을 구현하기 위해 유사게임을 분석

하였다. 사실적인 액션을 참고한 게임인 다크소울[3]은 2012년, 
프롬 소프트웨어와 반다이남코가 공동 제작한 게임으로 어두운 중

세 풍의 판타지를 배경으로 한 액션 RPG다. 매우 높은 난이도와 

불친절함이 특징이지만 거대한 보스들과의 전투, 절제되었지만 묵

직한 액션, 중요 NPC 조차 마음대로 살해할 수 있는 자유도, 불친

절한 스토리텔링 뒤에 숨겨진 흥미로운 설정들이 장점으로 작용하

는 게임이다.
이처럼 다크소울에서 유저들이 할 수 있는 수많은 행동과 패턴

을 참고하며 개발하였다. 특히 보스전투에서의 다양한 패턴과 절
본 논문은 2014년 캡스톤디자인 수행 연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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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어있는 사실적인 액션을 부각시켰다. 그림 1은 다크 소울의 

시작 화면이다.

그림 1. 다크 소울

Fig. 1. Dark Souls

스킬 시스템은 일반 공격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스킬은 필살기 

개념의 용도로 사용하자는 컨셉을 갖고 기획하였다. 이 스킬 시스

템은 디아블로3[4]에 등장하는 야만용사의 분노나 수도사의 공력

과 같은 개념으로 캐릭터가 적에게 피해를 입히면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충전되는 방식에서 착안했다. 그림 2는 디아블로3
의 소개 화면이다.

그림 2. 디아블로3 야만용사 분노

Fig. 2. Diablo3 barbarian anger

III. 본 론

1. 기획의도

기존 게임과 달리 주인공 캐릭터가 강하다는 패턴에 벗어나 보

통의 인간 캐릭터가 강력한 힘을 지닌 보스 몬스터에 맞서 싸우며 

사실적인 액션과 극악의 난이도로 액션 게임이 갖고 있는 특유의 

긴장감과 높은 성취감에서 오는 재미를 부각 시키는데 중점을 두

어 기획하였다.
보스 몬스터는 다양한 패턴, 넓은 범위, 강력한 공격력을 가져 

보스로서의 위압감을 나타내고 플레이어 캐릭터의 공격 등의 조작

은 적 캐릭터의 움직임과 PC의 움직임에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2. 게임 진행 방식

게임의 진행 방식은 그림 3과 같다. 게임을 시작하면 두 가지 

스테이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각 스테이지는 두 개의 레벨로 이루

어져 일반 몬스터 지역과 보스 몬스터 지역으로 나뉘고 일반 몬스

터 지역에 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쳐야 보스 몬스터 지역으로 이동

할 수 있다.

그림 3.  게임 진행 흐름도

Fig. 3. Game Flowchart

게임 플레이는 적 몬스터와 전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낮은 난

이도의 적들을 유저의 조작으로 처치하며 전투에 익숙해지며 다양

하고 화려한 기술을 가진 보스 몬스터와 만나, 강력한 공격들을 회

피해야 한다. 플레이어는 일반 공격과 스킬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

여 보스를 물리친다.
스테이지의 최종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면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보상으로 얻게 되고 이 포인트로 유저는 PC의 

공격력을 강화시키거나 스킬의 능력을 강화하고 캐릭터를 성장시

키며 다음 스테이지를 플레이하는 것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 
모든 스테이지의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는 것이 게임의 최종 목표

가 된다.

3. 기획 요소

본 게임은 아래 표1의 기획 요소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하였다.

항목 구성 내용

시스템 속성, 상태, 행동, AI

캐릭터 캐릭터, 애니메이션

UI 조작법, 화면 구성

레벨 디자인 맵 설계, 수치 밸런스

표 1. 기획 요소

Table 1. Design element

캐릭터의 속성과 상태, 행동은 사실적인 액션을 구현하기 위한 

뼈대를 갖추는 작업으로 캐릭터별로 체력, 이동 속도, 피격 충돌체

의 정보, 스킬 게이지의 수치, 공격 유형 등의 정보를 통해 플레이

어가 게임에서 할 수 있는 패턴을 정해주는 기초 작업을 거친다.
캐릭터의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 구현 동작을 직접 촬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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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디자이너에게 전달하고 동작에 대한  시작 동작과 끝 동작에 

대한 정의와 조건, 타겟의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유저가 캐릭터를 조작할 때는 최대한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조

작을 통해 조작이 어렵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HP정보 대신 

화면 전체가 붉어지는 효과로 긴장감의 고조를 유도했다.
긴장감의 고조를 위해 맵의 시작 지점에는 몬스터의 수를 적게 

배치하고 보스 몬스터 지역으로 가까워질수록 수를 점차 증가시켜 

게임의 난이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도록 설계를 하였다. 

4. 개발한 게임의 특징

 4.1 스킬 시스템

스킬 시스템은 일반 공격위주의 전투에서 필살기 개념의 강력

한 공격을 가하는 개념이다. 일반 공격은 네 가지 유형의 약 공격

과 한 가지 유형의 강 공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킬은 게이지를 채워야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약 공격 게이

지와 강 공격 게이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각 스킬 게이지는 

0부터 시작하고 최대치는 200이다.  

그림 4. 스킬 판정 확인

Fig. 4. Skill decision confirmation

캐릭터의 기본 공격(약, 강)이 적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정보를 

확인한다. 캐릭터가 일반 공격을 통해 피해를 주었다는 정보가 확

인되면 약, 강 공격에 따라 스킬 게이지를 증가시킨다. 
스킬 게이지의 저장된 수치 값을 확인하여 스킬 게이지 수치가 

최대값이 되면 해당 게이지의 스킬을 활성화 시킨다. 스킬은 플레

이어가 사용하기 전까지 계속 활성화되고 스킬이 활성화 되어 있

을 때는 게이지가 증가하지 않고 최대치로 고정되어 있다. 스킬을 

사용하면 스킬 게이지를 비활성화 시키고 해당 게이지의 값을 0으

로 초기화한다.
스킬은 약, 강 스킬뿐만 아니라 EX스킬이 존재하는데 이 EX스

킬은 약, 강 스킬 게이지가 모두 최대치가 됐을 때 활성화되며 EX
스킬의 위력은 약, 강 스킬보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EX스

킬이 활성화 되도 약, 강의 스킬 사용은 가능하며 두 게이지의 스

킬 중 한 개의 스킬을 사용하면 EX스킬은 비활성화 된다.
스킬 게이지는 필살기 개념의 강력한 공격으로 무분별하게 사

용하지 못하도록 스킬의 능력에 맞게 재사용 대기 시간을 주어 게

임의 핵심 전투는 기본 공격에 의한 전투가 벌어지도록 제한을 두

었다. 

보스 이름 등장 지역 전투 유형

사신 스테이지1 원거리(낙뢰, 화염구, 파멸의 저주 등)

프렘 스테이지2 근거리(근접 즉사 기술, 대절단 등)

표 2. 보스 몬스터 전투 유형

Table 2. Boss monster combat type

스킬은 플레이어 캐릭터뿐만 아니라 보스 몬스터의 패턴으로도 

등장하게 된다. 표1을 보면 보스 몬스터는 총 2개가 제작되었고 원

거리 전투 유형의 보스와 근거리 전투 유형의 보스로 나뉘어져 있

다. 이는 플레이어가 전투 거리에 따라 다양한 전투 패턴을 경험하

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5는 각 스테이지의 보스 몬스터 이미지다.

그림 5. 보스 몬스터 이미지

Fig. 5. Boss monster image

  

4.2. 사실적인 액션

사실적인 캐릭터 동작에 대한 묘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나타

내는데 집중하였다. 화려하고 과장된 액션은 보는 즐거움이 있고 

내 캐릭터가 강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게임 플레이의 패턴이 적고 점점 지루해지는 단점이 있다. 
화려한 액션에 비해 게임 플레이가 지루해지는 단점을 피하기 

위해 사실적인 액션은 전투의 긴장감을 끊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패턴 속에서 전투가 지속되면 

게임 플레이를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사실적인 액션을 구현하기 위해 먼저 캐릭터의 전투 판정 공식

부터 만든다. PC는 원통형 충돌체를 지니며, 공격을 통해 서로의 

충돌체가 닿으면 피해를 입는다. 그림 6은 캐릭터의 충돌체 범위

를 예를 들어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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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캐릭터 충돌체 범위

Fig. 6. Character colliding body range

5. 구현 결과

이 프로젝트는 유니티3D 개발 엔진[5]과 프라우드넷 서버 엔진

[6], 3D Max, Photoshop을 이용해 개발되어 최대 3인이 동시에 

협동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표 3은 최종적으로 구현

된 항목들이다.

항목 설명

캐릭터 방어형 캐릭터, 공격형 캐릭터

적 캐릭터 해골 병사, 해골 궁수, 제국군 병사, 제국군 궁수, 사신, 프렘

맵
스테이지1(불타는 마을)

스테이지2(검은 왕성)

스킬

방어형 캐릭터 스킬 3개

사신 스킬 3개(낙뢰, 화염구, 파멸의 저주)

프렘 스킬 1개(대절단)

표 3. 최종 구현 목록

Table 3.Final realization list

 
총 2가지의 플레이어 캐릭터와 6개의 적 캐릭터, 4개의 맵을 제

작하였다. 스킬 시스템의 스킬은 2개의 일반 스킬과 EX스킬이 제

작되었고 보스 몬스터의 스킬은 총 6개의 스킬을 제작하여 다양한

패턴을 통해 전투를 벌이도록 스킬을 최종 구현하였다. 그림 7은 

구현된 게임의 스크린샷이다.

그림 7. 게임 스크린 샷

Fig. 7. Game Screen shot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일반 공격위주의 전투에서 필살기 개념의 스킬 

시스템으로 다양한 패턴의 전투를 유도하면서 사실적인 액션으로 

플레이어가 지루해하지 않고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게임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캐릭터의 동작 표현

이 액션 게임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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