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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장르 :  RTS, 디펜스 

• 우주군이 창설되어 타행성에 정착 하려했으나 외계 생명체들에게 공격을 받고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다. 

• 게임은 RTS 조작의 디펜스 형식이고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유닛이 있다는 것이 이 게임의 
특징이다. RTS에서 자주 이용 되는 쿼터 뷰 형식의 시점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며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공격을 막아내면 승리하게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대표 이미지 소개 

•좌측 상단 : 단계를 표시 

•좌측 아래 : 현재 보유한 자산과 버튼들을 
표시 

 

•점수는 성공/실패 시 누적된 값으로 점수 
화면에서 나타남 



진행과정(1차) 



진행과정(2차)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맵 디자인 수정 

스크립트  압축 

애니메이션, 사운드 

마무리 작업 



구성 및 구조 

•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해병＇이라는 유닛이다. 

• 이동하면서 보이는 적과 자동으로 전투를 하며 디자인은 유니티 Asset스토어에서 
가져온 뒤 기능을 추가하였다. 



구성 및 구조 

• 카메라로 보는 마우스 좌클릭 시 포인
터 값에서 ray값 포인트를 찍어 그것이 
‘TeamUnit’ 태그가 등록 되어있는지 감
지하여 아군 유닛인지의 여부를 따진
다. 
아군 유닛이 맞다면 유닛이 선택
(SelectedUnit) 되고 해당 유닛은 좌클
릭 시와 같은 원리로 바닥에 우클릭을 
지속하는 동안 해당 포인트 위치로 이
동하게끔 한다. 



구성 및 구조 

• 위쪽 사진에 있는 것은 포탑이다. 아래 사진에 있는 대구
경탄을 발사하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타워 디펜스의 기
본적인 타워 형태이고 이 게임 내에서는 비싼 값에 한번 
밖에 설치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디자인은 도형의 비
율을 맞춰서 직접 만들었다. 

• (사진에 보이는 흰색 스피커 모양은 등록 되어 있는 사운
드 리소스로 게임 내에서는 보이지 않음) 



구성 및 구조 

• ‘currentTime += Time.deltaTime’
을 이용해 함수를 초 단위로 업
데이트를 하고 적이 감지 될 때
마다 bullet을 생성하여 발사 되
게 한다. 앞서 설명한 해병도 소
총에서 같은 원리로 총알을 발
사한다. 



구성 및 구조 

• 지뢰는 3개의 버튼(위, 중간, 아
래)을 통해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성 되어있다. 초록색 직육면
체로 보이는 부분이 감지 반경이
다. 충돌이 일어날 때 적과 함께 
같이 사라지도록 설계 되어있다. 



구성 및 구조 

• 위 사진은 ‘바퀴’ 아래 사진은 ‘타이탄’이라는 유닛
으로 바퀴는 빠른 속도로 도시에 파고 들어 게임에
서의 라이프를 사라지게 한다. 타이탄은 느리지만 
체력이 많고 포탑이나 지뢰로 처리하는 것이 요구
될 만큼 높은 체력을 지니고 있다. 



구성 및 구조 

• 적 유닛은 목표 지점을 향해 계속 
이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마주
친 아군 유닛을 충돌 감지에 따라 
공격을 하게 된다. 충돌이 감지
되었을 때 attackSpeed만큼 아군 
유닛에게 데미지를 주고 적 유닛 
자신도 데미지를 받는다. 

• 이런식으로 블로킹으로 막는 방
법도 있지만 많이 해서 소모가 크
게 되면 전투 유닛이 부족해질 수 
있다.  



구성 및 구조 

• 맵에 있는 장소의 세부 정보 

• - 빨간색으로 나오는 점선 길은 적들
이 오는 길이다. 
위, 중간, 아래 중 적이 생성 되는 루
트는 랜덤으로 구성 되어있다. 
- 기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파란색 
사각형은 포탑이 설치 되는 곳 
- 하늘색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 유닛
이 생산 되는 곳(둘 중 랜덤 위치로 
생성) 
- 초록색 사각형이 지뢰가 깔리는 지
점이다. 



구성 및 구조 

• 카메라의 스크립트이고 키 입력 
“W,S,A,D”를 이용하여 각각 확대, 축
소,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구성 
되어있다.  
마우스 휠을 통해 카메라 기준 높이
를 위, 아래로 조절할 수 있다. 아래
로 돌리면 위로 당겨지고 위로 돌리
면 아래로 당겨진다. 



구성 및 구조 

• 게임 내에 있는 버튼의 구조이다.  

• 버튼 내의 클릭이 감지되면
(AddListner) MarineProduct 함수를 
실행 시켜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따져 생산 또는 함수를 빠져
나가게 된다. 밑에 있는 randValue를 
통해 나오는 유닛의 포지션을 정하
게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https://revalues.github.io/ 
1차 진행 과정 깃허브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