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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소개 및 역할 분담 

학번 : 1488001 

이름 : 강예훈 

역할 : 기획 및 구성, 블로그 정리 

학번 : 1488025 

이름 : 이장훈 

역할 : 기능 구현, 그래픽 



목표 

쫓아오는 강아지들을 피해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다 

대표 이미지 



컨셉 

액션 동물 

다가오는 몬스터를 피하고 

회피 기술을 이용해 점수를 올린다 
귀여운 동물 캐릭터를 이용해 
플레이어들에게 친근감을 준다 



짧은 플레이 영상 



주요 기능 설명 



플레이어 추적 

유한상태머신(FSM)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형태 
 
반드시 하나의 상태만 가질 수 있음 
 
몬스터의 행동 AI를 설계하기 좋음 
 
상태의 추가/삭제가 용이함 



스위치 

플레이어가 스위치를 밟으면 카운팅 +1 
 

일정 카운트를 달성 하면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아이템 (사과) 생성 
 

아이템 생성 후 카운트는 초기화 



랭킹 시스템 

 저장 데이터를 Json으로 직렬화 하여 
 문자열로 PlayerPrefs에 저장 
 

 저장된 Json 형태의 문자열을 역직렬화 하여 
 저장 데이터 로드 



개발 흐름도 



1~2주차 3~4주차 5~6주차 7~8주차 

 게임 컨셉 구상 
 삽화, 모델링, 캐릭터 등 
 전체적인 디자인 구상 
 유한 상태 머신 구현 

 몬스터 제작 
 충돌 시 생명력 감소 기능 구현 
 화면이 흔들리는 기능 구현 
 투명 벽 생성 

 메인 화면 UI 구현 
 게임 오버 이펙트 구현 
 게임 시작 전 카운트 다운 
 몬스터 패턴 추가 

 스킬 UI 디자인 
 아이템 UI 디자인 

 

9~10주차 11~12주차 13주차 

 메인 화면 디자인 변경 
 일시 정지 기능 구현 
 배경 음악, UI 효과음 적용 
 랭킹 시스템 추가 
 움직임 애니메이션 속도 조절 
 게임 오버 후 선택지 추가 

 랭킹 시스템 기능 구현 
 체력 회복 아이템 추가 
 대쉬 스킬 추가 

 버그 수정 및 게임 실행 파일 생성 



개발 초기 

탄막 액션 게임 

 

 

현재 

가벼운 형식의 캐주얼 게임 

 



앞으로의 계획 

1. 보스 몬스터 구현 

2. 새로운 패턴을 가진 몬스터 및 스테이지 추가 

3. 맵 디자인 추가 및 배경 음악 다양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