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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환경

• 운영체제 : Window 10 Home
• Cpu: Amd 2700
• 그래픽카드 : 1070ti

개인 컴퓨터 개인 컴퓨터 

유니티 2019.3.9 버전유니티 2019.3.9 버전

제작 회의 : Discord제작 회의 : Discord

파일 교환 : Discord, GoogleDrive파일 교환 : Discord, GoogleDrive



게임 내용

주인공이 퍼즐을 풀며 탑을 오르는 게임

주인공은 점프를 하여 스테이지를 올라감

레버를 작동시켜 길을 열며 이동

동굴로 들어가면 시야가 점차 좁아짐

퍼즐 스테이지로 들어가면 시야가 캐릭터 바로 앞까지만 보이며

여러 루트를 확인해 보며 올라가야함



특징

타 게임과는 다른 
점프

점프 후 방향전환 불가
점프 높이 조절 가능

어려운 난이도
스테이지를 넘어갈 수록 
오르기 힘듬
잘못 떨어지면 더 아래 
단계로 내려감

퍼즐
이 게임의 마지막 관문
시야가 좁은 상황에서 여러 
루트를 거쳐가며 길을 
찾아야 함



장점

1. 이쁜 배경과 캐릭터
 배경과 캐릭터를 모두 그렸으며
 빛의 효과를 사용하여 
 원하던 퀄리티의 게임을 만들었음

2. 어려운 난이도
 점프의 높이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오를 수 없는 
 블록의 배치
 실수 한번이 크게 작용하며
 어려운 부분을 넘어섰을 때의 희열을 줌



주요 코딩
게임의 중요 포인트인 점프는 2 가지 
특징을 가짐

1. 점프 높이의 조절

2. 점프 이후 방향전환 불가



캐릭터 
애니메이션

Bool 값으로 캐릭터의 현제 상황에 맞추어 
애니메이션을 변경함

예 ) If( 스페이스바를 누를때 ){
 점프 모션
 }
 캐릭터가 땅이랑 붙어있는지 확인하는 함수
 {
 if( 땅과 붙어있으면 ){
 떨어지는 모션 -> Idel
 }
 else{
 점프준비 -> 점프 (up)
 if( 캐릭터의 백터값의 y 값이 - 일때 ){
 점프 (up)-> 점프 (down)
 }
                          }
           {



2 스테이지 구상과 레벨 디자인

1. 노트에 2
스테이지를 
구상

2. 유니티에서 
블록을 이용해 
전반적인 
모습을 완성

3. 검은색 
줄들에 따라 
컬라이더 작업





앞에선 본 그림들은 겹쳐씌우고 
컬라이더를 프리팹으로 저장해 
배치한다



시간이 줄어드는 타이머 배치



퍼즐

초기 퍼즐의 형태는 2 층 정도의 작은 
퍼즐이였으나 비중을 늘리고자 

6 층 짜리의 퍼즐로 변경하게 
되었음



퍼즐

총 3 개의 챕터이면 
1 챕터는 왼쪽 중앙 
오른쪽 루트로 
나누어지게 됨

2 챕터부턴 블록의 스프라이트는 있지만 
활성화가 된 블록이 따로 존재하여 여러 
번의 시도로 루트를 찾도록 만듦
3 챕터는 2 챕터와 마찬가지이지만 처음 
3 개 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스프라이트도 없에 여러 번의 시도와 
감각으로 올라가도록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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