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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유니티(Unity)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에서 작동하는 탱크 게임을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탱크 게임에 필요한 요구사

항을 분석하고, 만들어진 요구사항 명세를 이용하여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본 게임은 여러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대전이 가능한 

대전 모드와, 혼자서도 플레이가 가능한 싱글 모드도 지원한다. 구성은 탱크, 아이템의 구입과 선택이 가능한 로비 화면과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 화면으로 이루어져 수행된다.

키워드: 게임(game), 설계(design), 구현(implementation)

I. 서론

컴퓨터 게임은 다양한 학문 분야의 융복합 결과물로 컴퓨터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1]. 실시간 대전이 가능한 게임을 만들려면 프로그래밍 지식 

외에 네트워크, 자료구조,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공학,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등 다양한 방면의 지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대전이 가능한 대전 모드와, 혼자서도 플레이가 가능한 

싱글 모드도 지원하는 탱크 게임을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본 논문은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과정으로 전개 하겠다.

II. 요구 사항 분석

요구 사항 분석을 위해 그동안 수행해보았던 다양한 게임을 바탕으

로 브레인스토밍을 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기능정 비기능적 

요구 사항을 도출하였다.

< 사용자의 요구사항 >

- 실시간 대전 게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혼자서도 플레이가 가능해야 한다.

- 대전에 투입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탱크가 있어

야 한다. 

- 다양한 탱크들은 사용자가 구매 가능해야 한다.

- 사용자는 탱크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 포인트는 게임을 잘할 경우 확보할 수 있고 게임을 

잘 못하면 잃을 수 있다. 또한 계급의 상승과 하락도 

게임의 결과로 이루어 진다.

- 포인트는 외부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이용하여 구입

할 수도 있다.

- 실시간 대전 게임을 위한 로그인을 할 때 Google 

계정을 이용하거나 faceBook을 이용하여 보안과 신

뢰, 안전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 베틀의 장은 은폐와 엄폐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져 팀전을 할 때 엄호 사격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III. 구현

1. 게임 엔진

게임 엔진은 게임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체계적인 소프트웨어의 

기반 틀(프레임웍)이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이미지를 다루기 위해 

포토샵을, 문서를 만들기 위해 워드를 사용하듯 게임 엔진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으로 설계된 소프트웨어이다.

게임엔진이 가지는 주요 기능으로는 3D 그래픽의 표현을 위한 

렌더링 엔진(Rendering Engine), 3D 공간의 충돌 감지 및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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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효과(Physics Effect)를 내기 위한 물리엔진(Physics Engine), 

각종 개발 도구(Development Tool) 등이 있다. 돈을 받고 라이선스

(Licence)를 판매하는 상용 게임엔진의 경우, 개발자의 편의와 개발 

속도 향상을 위한 스크립트 에디터(Script Editor), 맵 에디터(Map 

Editor)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용 게임엔진으로는 유니티 엔진(Unity Engine), 언리

얼 엔진(Unreal Engine), 크라이 엔진(Cry Engine), 소스 엔진

(Source Engine)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였다.

2. 게임 상태 전이도

Fig. 1. State Transitions Diagram

3 게임의 맵 구성

게임은 전부 4개의 배틀 맵으로 구성된다. 도시, 정글, 유적지, 

항구의 맵으로 구성되어 각각 게임의 배틀 방식도 다르다. 

테마 구성

도시

게임의 주목적은 상대편을 많이 파괴하고 오래 

살아남아 기록을 갱신하는 기본적인 룰이 적용된

다.

유적지

도시 맵의 기본 룰에 인공지능이 적용된 적 탱크

들도 추가되어 플레이어들을 무차별 공격을 한

다.

항구

도시 맵의 기본 룰에 감옥을 파괴하고 포로를 구

출하는 목적이 추가 되었다. 포로들은 인공지능 

적용되어 자신을 구출한 플레이어를 지원해 준

다.

정글
도시, 유적지, 항구의 모든 룰이 추가되어 있는 

맵이다.

Table 1. System Environment

4. 탱크의 구성

유저가 사용하는 탱크는 기본적으로 1종이 지급된다. 이후 배틀을 

통해서 얻은 포인트 및 계급 등을 통해서 새로운 탱크의 사용권한과 

영구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탱크의 종류는 대략 10~15종의 다양한 

공격 방식을 가진 독특한 탱크로 서비스한다.

5. 구현된 게임

아래 그림은 완성된 게임의 각각의 화면이다. 처음부터 앱을 구동하

였을 때 만나게 되는 ‘초기 메인타이틀 화면’, ‘환경 설정 화면’, 

‘4가지 배틀 맵 화면’, ‘종료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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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ate Transitions Diagram

초기 메인타이틀에서는 구글 로그인, 게스트 모드, 페이스북 로그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게스트 모드에서는 제한된 게임을 수행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면 게임 선택 화면으로 넘어간다. 

게임 환경 설정 화면에서는 ‘도시, 유적지, 항구, 정글의 4개의 

게임 테마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챔피온 배틀, 온라인 배틀 2개의 

온라인 방식과 연습 배틀 모드 1개의 오프라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닉네임을 설정할 수 있고,  탱크 선택, 탱크 구매, 

아이템 슬롯 구매 장착, 쿠폰 활용, 리뷰 작성, 환경 설정, 코인 구매, 

Gem in App 결제를 할 수 있다.

배틀 화면에서는 게임을 실행 할 수 있다. 앞에서 설정한 환경에서 

게임이 실행된다. 온라인, 오프라인 상태 알림과 현재 배틀 인원수가 

나오고, 경험치 획득 게이지와 레벨이 표시된다. 또한  현재 배틀의 

랭킹이 나오며 탱크를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패드가 나온다. 게임의 

중간에 종료할 수 있는 종료 버튼이 있고, 이모티콘 사용버튼이 있다. 

게임에 참가하고 있는 플레이어들과 각각의 닉네임, hp, mp 게이지가 

보여준다.

IV. 결론

본 게임을 구성하면서 게임에 대한 대부분의 속성을 이해하였다. 

게임의 기본 구조와 다양한 기술들이다. 이해한 기술들은 물리적인 

힘을 주어 이동하게 하는 기술과 탱크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기술로서

의 조이스틱 기술, 초보적 이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탱크의 

스스로 이동 기술 등이다.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여 향 후 다양한 

게임을 만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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