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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들을 잘 키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무조건적인 애정만이 강아지를 잘 키우는 것은 아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많은 지식들을 퀴즈게임으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제를 풀면서 강아지에 대한 

여러 상식들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사용한 언어로는 C#과 Json이 있으며, 크게 Easy, Nomal, Hard로 단계를 나누어 사용자들이 난이도를 높여가며 퀴즈를 풀어

가게 하였다.

키워드: 퀴즈게임(quiz game), 설계(design), 구현(implementation)

I. 서론

강아지들을 잘 키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강아지를 혼내고, 무조건적인 애정을 가지고 

강아지를 떠받든다. 이는 강아지를 잘 키우는 방법이 아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알고 보면 당연하고 간단한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있었다. 프로그램의 제목 

그대로 세상에 나쁜 개는 없으며, 이를 키우는 보호자들의 행동이 

강아지에게 인식되는 것을 몰랐기에, 강아지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에 일어나는 일이였다. 이는 당연하게 알려져야 할 사실들이다. 

그래서 모든 연령에 상관없이 퀴즈를 풀면서 강아지들에 대한 상식을 

알아가고 올바른 방법으로 강아지를 기르며, 강아지에 행동에 대해 

이해하게 하였다.

II. 본론

1. 요구 사항 개발

본 게임을 만들기 위하여 분석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요구 사항 추출 >

- 반려견의 신호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

- 반려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 반려견의 신호와 행동을 이해하고 난 후 나의 감정을 반려견

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재미와 흥미를 바탕으로 한 지식 배양이 되면 좋겠다.

- 질문할 수 있고 전문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 시험을 통한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 실력이 배양되지 않은 부분은 시스템이 관리를 해주어 실력이 

배양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 다른 사람들과 경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2. 개발 환경 및 설계

본 캡스톤에서 사용된 PC는 노트북이며, 운영체제는 Windows 

8.1 K(64-bit)이고, 세나개 퀴즈게임의 UI 화면 구성은 Unity를 

사용하였다. Unity 안의 퀴즈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Js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내용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구  분 종  류 비  고

컴퓨터 노트북

intel(R) CORE(TM) i5-5200U

OS Windows 8.1

RAM 8.00GB

사용 

프로그램
Unity

C#

Json

자료 

정리
글 자료 정리 작업.

Table 1. System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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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Json Data and System Design

3. 구성도

구성도를 도형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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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ystem Architecture and Component Configuration

유니티(Unity)는 Scene에 UI를 집어넣거나 오브젝트들을 집어넣

어, 스크립트로 그들을 연동하여 여러 동작들을 하게 하는 구조이다. 

Frefave는 여러 번 반복 사용하는 동작들을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Json파일은 StreamingAssets에 저장되어 있다.

4. 기술 구현

프로그램의 실행 시 UI는 Unity의 UI기능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자료는 ‘세상에 나쁜 개를 없다’를 시청하면서 한글로 정리한 다음, 

Game Data Editor라는 Script에서 자료를 입력하였다.

메인 화면에는 세 개의 버튼이 놓여있고, 각각의 난이도가 표시되어

있다. 각각의 난이도가 표시된 버튼들을 눌러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각각 문제 수는 다섯이며, 타임과 스코어가 다르다. 정답을 맞히면 

스코어가 올라가고, 다섯 문제가 다 완료되거나, 시간이 0이 되면, 

게임오버 화면으로 이동한다.

게임오버 화면엔, 아까 받은 점수와, 지금까지 등록된 최고점수가 

기록되어있다. Menu를 누르면 메인화면인 [그림 2]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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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mplementation Figure

IV. 결론

본본 논문은 퀴즈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프로그램을 보지 않더라도 

그 프로그램의 지식들을 얻는 것에 도움을 준다. 또한, 자신의 최고기록

을 갱신하면서 문제를 많이 맞히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게 한다. 

Unity를 사용하여 만듦으로써 UI화면을 구성하는 것은 정말 편하였

지만, 너무 늦게 Unity를 선택하게 되어 공부시간이 짧아 완성도가 

떨어지는 점이 있다. 처음엔 버튼 하나에 라운드가 계속되는 구조였으

나, 사용자들이 좀 더 알아보기 쉬운 느낌으로 버튼을 여러 개 만들어, 

라운드를 분산시켰다.

현재 완성된 퀴즈게임은 그저 퀴즈문제를 푸는 것에 그쳤다. 게임적

인 요소도 없고, 왜 이것이 답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시간이 있음으로 인해 무언가 촉박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차기, 같은 연구를 계속하여 좀 더 지식을 잘 전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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