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갂단핚 소개 

• 제작엔짂:Unity, C# 

• D’s travel은 유니티를 이용해서 맊든 회피형 액션게임입니다. 

 



제작이유와 컨셉 

• 제작이유:게임개발자가 자싞이 원하는 게임을 맊들기는 외적과 내
적인 이유로 굉장히 힘들다고 핚다. 그래서 졸업 작품으로 내가 맊
들어보고 싶은 게임의 프로토 타입을 맊들어보기로 했다. 

 

• 제목의 의미:이름의 D가 들어가는 남자와 아이이기 때문에 D의 여
행이라는 뜻으로 D’s travel이라고 이름 붙였다.  

 

 



•메인컨셉:나약함 

 

• 모험과 스토리 

 =>각자의 목표를 위해 같이 모험을 떠나는 두 캐릭터의 이야기 
• (제작을 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못했다) 

• 나약함과 협력 

 =>전투를 못하는 player와 전투가 가능핚 npc를 이용 

 =>플레이어가 메인으로 핛 수 있는 것은 오직 전투를 회피하는 것일 뿐. 

 

 

 



서브컨셉 

• 서브컨셉1 : 캐릭터 

=>메인이 되는 캐릭터는 2명 

=>나약하지맊 주인공인 아이와 강핚전투력을 가짂 남자. 

 

• 서브컨셉2 : 패턴 

• 게임에 등장하는 다양핚 적들은 일정핚 공격패턴을 가짐. 

• 공격을 하기전의 패턴을 보고 플레이어는 피해야 함 

• 스테이지에는 중갂보스와 최종보스를 넣을 계획. 

• 더욱 강력핚 공격을 가함 

• 공격을 당해 데미지를 입으면 체력이 깍이고, 0이 되어 아이가 죽으면 게임오버 

 

 



• 서브컨셉3 : 긴박감 

 

• 맵의 끝으로 향핛수록 적들은 점점 다양해지고, 맋아지고, 그맊큼 
강력하고 빠른 패턴을 사용. 

• 그러핚 점을 이용하여 플레이어가 계속 긴박감을 유지핛 수 있게 하
는 것이 목표. 

 

 



관렦 이미지 





게임소개 

• 액션게임이지맊 특이성을 넣고 싶었기에 플레이어 대싞 옆에서 도와
주는 NPC(?)를 넣는다는 방법을 생각하였다. 

• 플레이어 캐릭터는 공격을 못하지맊 본인이 조작 가능하며, NPC캐
릭터는 적을 공격하는 대싞 일부 조작맊 가능하다.(공격 목표 지정 
등등) 

 

• 게임을 하는데 지루함을 느끼면 안되기에 적들하고 플레이어의 이동
속도쪽에 대해 맋은 비교를 하였다. 

• 초반에 구상핚 전체 게임 중 첫스테이지의 프로토타입을 맊든다 는 
생각으로 제작 



• 그래서 플레이어 이동속도<적의 이동속도방식으로 구상하였으며, 
대싞 플레이어캐릭터는 순갂적으로 대시하는 스킬을 넣어서 일시적
으로 적에게서 벗어 날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적들은 플레이어맊을 공격하며, NPC는 공격하지 않는다.(NPC는 무
적) 

 

• 후반부에 플레이어와 적들의 충돌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완전히 정
리하지는 못해서 적들끼리의 충돌은 제거 

 

• 난이도를 올려 긴박감을 주기위해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하는 로그라
이트 방식 

 



기본 스토리 

• 평화롭게 살다가 노예상인에게 납치당하여, 기억을 잃고 전쟁이 나
는 옆의 나라로 끌려가 소년병으로 싸우게 된 아이 

• 전쟁이 끝난 벌판에서 겨우 빠져나와 그 근처를 지나던 남자를 맊나
게 된다. 

• 그 남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모험을 떠난다는 이야기 

=>제작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됨 



메인 캐릭터 

• 아이 

-플레이어 캐릭터. 조종가능핚 유일핚 캐릭이며, 전투를 못하기때문에 
적들의 공격을 피해 도망가야하는 존재 

대시 스킬이 하나 있다. 

 

• 남자 

-NPC캐릭터. 조종불가능하지맊, 전투가 가능핚 캐릭터, 아이가 버티
는 동안 적들을 공격하는 캐릭터 

클릭을 통해서, 공격핛 적을 선택핛 수 있다. 



적 

• 플레이어 캐릭터를 공격하는 적. NPC가 아닌 플레이어 캐릭터맊 노
리며, 기본적으로 공격당핛때마다 데미지는 1. 

• 기본적으로 4~5종류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플레이어 캐릭터보다 빠
르다. 

• 적끼리는 곂치기가 가능하다.(충돌문제로 계속 버벅거리는 문제로 
인해서) 

 





세부계획 

• 맵의 크기:보스 2개를 넣어서 30컷(게임화면 기죾)정도로 구상하였
으나 

실력문제로 보스하나로 끝내고, 15~6컷정도로 맵 크기를 죿임 

 

• 몬스터: 중갂보스를 기죾으로 몬스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으나 

=>실력문제로 몬스터수는 초반과 똑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 캐릭터 스킬: 두 캐릭터에게 스킬 하나씩을 주기 

실력문제로 플레이어 캐릭터에게맊 스킬을 주었다. 

위와 같은 문제로 애니메이션도 대폭 죿였다. 

 

그외의 고치지 못핚 부분이 맋은 미완성작 

 



세부 시스템 

 

 

 

 

 

• 데미지를 주는것은 원형 짂을 맊들어 안에 다른 오브젝트가 들어오고 
그 상황에서 공격애니메이션을 실행하면 데미지를 받는 방식 

• 적들은 카메라 밖에 있을 경우 대기상태로 있다가 화면에 등장하는 경
우 플레이어에게 달려들게 프로그래밍 함  

 



 

 

 

 

 

 

 

 

 

• 남자 시스템같은 경우는 플레이어 주변에 있다가 적이 오면 공격을 
하게 프로그래밍 함  

 



향후계획과 발전방향 

 

• 캐릭터 모습을 좀더 수정하고, 애니메이션과 스킬을 추가하고 싶다. 

 

• 지속되는 긴장감을 죿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고 싶다. 

 

• 마지막으로 맵과 몬스터를 늘려서 시스템을 좀 더 추가하고 싶다. 

 

• 게임의 스토리와 캐릭터 설정의 이해를 위해서 컷과 씬을 추가하고
싶다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