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현대 사회는 바쁜 와중에 생기는 잠깐의 휴식 시

간 혹은 출/퇴근 간 생기는 자투리 시간을 짧은 플

레이타임의 모바일 게임 등을 플레이하며 시간을 보

낸다.[1]

현대의 게임들은 화려한 그래픽과 방대한 컨텐츠,

높은 난이도로 인해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도 발생하

며 이러한 피로도로 인해 유저들이 중간에 쉬어가듯

할 수 있는 가벼운 게임들이 인기를 끌기도 하며 이

러한 게임들은 단순한 조작과 가벼운 컨텐츠임에도

다양한 변수,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는 간편성 등

이 인기를 얻는 요소로 꼽힌다.[2]

일반적인 3D 슈팅 게임은 상, 하, 좌, 우 외에도

상승, 하강 등의 복잡한 조작법으로 인해 익숙해지

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이는 게임을 즐기는데

큰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반면 2D 슈팅 게임은 주

로 상, 하, 좌, 우로만 이동한 간단한 이동 조작을

사용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nity3D[3]를 기반으로 짧

은 플레이타임과 간단한 조작법을 가진 3인칭 3D

슈팅 게임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유사 게임 사례

대표적인 슈팅 게임은 1984년 일본의 캡콤에서 제

작한 1942가 있으며 해당 게임은 탑 뷰, 종 스크롤

형태의 2D 탄막 슈팅 게임으로 전투기를 조종하여

적의 공격을 피하고 적 전투기를 파괴하는 구성의

게임이다. 해당 게임에 도입된 여러 시스템은 후대

의 슈팅 게임들에 많은 영향을 준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4]

유사한 장르의 게임 중엔 인디게임사 ‘poncle’의

‘Vampire Survivors’[5] 라는 게임 (그림 1) 이 있으

며 해당 게임은 도트 그래픽을 가진 2D 탑뷰 슈터

게임으로 플레이어가 이동할 때마다 맵 구성이 자동

으로 생성되는 로그라이크 장르가 혼합된 게임이다.

적들을 처치하고 획득한 경험치를 통해 레벨을 올리

고, 레벨을 올려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획득한 아이

템을 강화하며 총 30분을 생존하는 게임이다. 간단

한 그래픽임에도 탄탄한 게임성과 중독성을 바탕으

로 온라인 게임 유통 플랫폼 ‘Steam’[6]의 상점 페이

지 기준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받고 있으며 랜덤

으로 주어지는 아이템으로 인해 달라지는 아이템 간

의 조합, 아이템의 강화 분배 등의 연구 등으로 인

해 매 게임 달라지는 게임의 양상은 유저로 하여금

강한 중독성을 일으키는 주요 요소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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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 기획

게임의 전체적인 컨셉은 전방에서 출현하는 적의

공격을 피하고 요격, 격추하며 각 스테이지당 5분간

생존하면 해당 스테이지가 클리어되며 점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총 스테이지는 5개 스테이지며 받은

보상은 강화시스템을 통해 플레이어의 기체를 강화

할 수 있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등 뒤에서

보는 백뷰 시점에서 진행된다.

플레이어가 조작할 수 있는 비행선은 그림 2와 같

이 3가지 기체가 있으며 각 기체는 고유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으며 능력치의 차이에 따라 공격형, 방어

형, 밸런스형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기체는 일반 공

격 및 미사일 공격 기능이 있으며 미사일 공격 기능

은 사용 시 화면 내 모든 적 기체를 타겟팅하여 반

드시 명중시켜 즉시 파괴하는 공격이다.

(그림 2) 플레이어 캐릭터 선택창

4. 조작법 및 전투

본 게임의 조작은 그림 3과 같이 게임 스테이지에

들어간 후 조작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마우스를 함

께 사용하는 슈팅 게임과 같이 키보드의 W, S, A,

D 키를 사용하여 캐릭터를 이동시키며 W, S 키로

X축(상, 하), A, D 키로 Y축(좌, 우)을 이동하게 된

다. 일반 공격은 마우스 커서로 공격할 지점을 조준

한 후, 클릭으로 탄환을 발사하며 키보드의 ‘Space

Bar’ 키로 미사일 공격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스테이지 진행 중에 발생하는 적 기체를 조준하여

탄환을 발사하며 해당 탄환이 적 기체에 충돌하면

해당 적 기체에게 데미지가 발생하여 체력이 줄게되

며 체력이 0이 되면 기체가 폭발하며 비활성화 된

다. 이는 플레이어의 기체에도 적용되며 그 즉시 스

테이지가 종료된다.

각 기체가 받는 데미지는 발사한 기체의 공격력과

탄환 공격력, 충돌된 기체의 방어율에 의해 결정된

다. 아래 수식은 데미지의 계산 수식이며 Dmg는 탄

환 데미지, Atk는 캐릭터 공격력, Def는 캐릭터의

방어율을 의미한다.

 ×××(1)

플레이어 캐릭터는 스테이지 시작 시 기본 탄환을

가지고 스테이지를 진행하며 전투 중 특정한 적 기

체를 파괴하면 해당 적 기체에서 랜덤한 아이템을

드롭한다. 해당 아이템을 획득하면 플레이어 기체의

탄환을 변경 할 수 있다. 아이템으로 획득한 탄환은

각각의 특성이 있으며 정해진 탄환을 모두 소진하면

기본 탄환으로 돌아온다.

플레이어 캐릭터가 변경할 수 있는 탄환은 3가지

로 포물선 운동을 하며 공중에서 폭파하여 주변에

피해를 주는 곡사탄, 일반 탄환 5개를 각각 다른 방

향으로 발사하는 산탄 (그림 4), 발사 후 가까운 적

을 포착하여 유도되어 공격하는 유도탄으로 구성되

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른 데미지와 탄환 개수를

가진다.

(그림 1) 인디게임 ‘Vampire Survivors’ 플레이 장면[5]

(그림 3) 인 게임 스테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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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체는 각각의 이동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스테

이지가 진행되면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정해진 적

기체가 활성화되어 정해진 이동패턴대로 이동하며

플레이어 캐릭터를 향해 공격을 실행한다. 적 기체

의 이동 중 플레이어 캐릭터의 Z값을 넘어갈 시 해

당 적 기체는 비활성화된다.

4. 강화시스템

강화시스템 (그림 5)은 플레이어가 스테이지 클리

어에 도움이 되도록 플레이어 기체의 능력치를 강화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받은

재화를 사용하여 강화하고자 하는 능력치를 선택하

여 강화할 수 있다. 게임의 몰입도와 급격한 난이도

저하를 막기 위해 강화에 필요한 재화와 최대 수치

를 설정하였으며 강화할 수 있는 능력치는 체력, 공

격력, 방어율이며 공격 속도와 같은 공격 기능 수치

는 난이도 저하 방지를 위해 개발 중 제외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은 Unity3D 기반의 슈팅 게임 제작에 대

해 다루었다. 게임 개발의 대부분 기획 단계부터 오

랜 시간을 가지고 시작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다

룬 게임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기획부터 설

계, 개발까지 이루어져 체계적인 기획과 개발이 힘

들었고, 개발 기간에 비해 큰 규모의 기획으로 인해

개발 중 일부 기획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1차 목표였던 플레이어와 적 기체 간

의 전투, 아이템을 통한 탄환 변경, 스테이지 진행,

강화시스템과 같은 주요 기능의 구현에 성공하였다.

게임을 플레이하였을 때 구현된 제1 스테이지 기

준 어렵지 않은 이동 방법과 전투 방법, 느린 편임

에도 아주 쉽지만은 않은 적 기체들의 공격으로 균

형적인 난이도가 구현되었다고 판단 된다. 추후 스

테이지를 추가하면서 생기는 난이도 적인 문제가 예

상되나 이는 게임 내 활성화되는 적 기체 수의 조

절, 적 기체의 능력치를 조절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Itch.io, Steam과 같은 온라인 게임 유통 플

랫폼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유저들이 남는 시간마다

간단하게 플레이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피드백을 개발자에게 전달하여 게임을 수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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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산탄 발사 장면

(그림 5) 플레이어 기체 강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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