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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요 • 1) 제목: 대항해시대

• 2) 장르: RPG

• 3) 플랫폼: PC

• 4) 개발도구: 유니티

• 5) 언어: C#



대표이미지



게임 컨셉

1) 대항해시대: 15~18세기중반까지 이루어졌던 항로를 개척하고 탐험과 무역을 하던

시기.

2) 모험: 대항해시대의 특성상 항로를 개척하기위해 바다와 여러 대륙들과 섬들을

탐험했었음.

3) 거래: 또한 대항해시대때는 무역 또한 많이 진행됬었음.

4) 위험: 대항해시대는 그야말로 기회의 시대였음. 허나, 반대로 언제든지 죽음이

뒤따르는 위험한 시대이기도 했었음.

5) 해적: 대항해시대가 기회의 시대인 만큼 그 기회를 노리려 떠나는 여러 모험가들과

상인들을 습격하는 해적들도 많았음



세부계획(초기)



세부계획(후기)



향후 계획

• 초기에는 구상했었으나 후기에 가면서 빠져버린 온라
인 기능을다시 제작할 것

• 그리고 전투가 백병전뿐만아니라 대포를 발사하며 싸
우는 원거리 전투도 추가해볼 예정



어떤 게임
인가

• 대항해시대라 불리는 15~17세기를 모
티브로 제작한 RPG 게임. 플레이어는
이 세계에서 모험가, 상인, 해적, 해군
의 입장으로 플레이해보면서 부와 명
예를 챙길 수 있음. 그렇게 챙긴 부와
명성으로 선원과 선박을 구매하여 더
욱 더 강력한 함대를 조직하고 편성하
여 최종적으로 자신의 직업에 맞는 목
표를 달성하여 클리어하는 게임.



게임 설명

시작설정창 열림

타이틀로고와 4개의 버
튼으로 구성됨

게임 제작에 사용한 각종
에셋과 자료들의 출처가
표시

게임 환경설정 가능

게임종료



게임 설명
처음에 직업을 정할 수
있는 시작 설정창

모험가는 모든 탐험지역의 발견
상인은 10만 골드의 획득
해적은 해군사령관 처치
해군은 해적왕 처치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게임 설명

지형(바다포함) 우클릭시
클릭한 지점으로 이동

항구에 가까이 접근하고
키보드 E를 누르면 항구
창이 열림



게임 설명

인벤토리 아이템에 마우
스를 가져다대면 아이템
설명이 보임

우클릭시 하나씩 버리기,
휠클릭시 전부 버리기



게임 설명

기본 거래창의 구조

플레이어의 인벤토리와
NPC인벤토리가 보임.
플레이어는 물품을 팔거
나 구매가능.

징집, 조선소, 아카데미도
마찬가지



게임 설명

전투는 해적과 해군만 가
능

적 선박에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백병전전투가
시작됨

선박위에 붉은색 글씨는
선박의 체력을 나타냄

항구에 입장시 체력 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