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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타이쿤(Tycoon) 게임이란 어떠한 단체를 경영, 육성해 나가는 게임으로 타이쿤 게임의 효시는 

1990년 시드 마이어의 “레일로드 타이쿤”이다. “레일로드 타이쿤”을 필두로 수많은 타이쿤 게임이 

제작, 유통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한 단체의 경영자가 될 수 있는 타이쿤 게임을 하기 위

해 기꺼이 돈을 지불 하였다. 후에 타이쿤이란 장르의 게임은 pc의 영역에서 스마트 폰의 영역까

지 확장하였고 지속적인 유저들의 선호가 수반되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매된 타이쿤 게임들 

하나 하나 살펴보면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다. 자신의 소유지에 여러 가지 건물들을 건축하여 

돈을 획득해 소유지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즉, 여타의 타이쿤 게임들은 초대 타이쿤 게임이 

개척해 놓은 시장에 각자의 조미료를 이용해 분화해 나가는 것일 뿐이다. 1990년 시드 마이어의 

“레일로드 타이쿤” 이래로 제작된 타이쿤 장르의 게임을 정식으로 라이선스 등록한 게임만 대략 

300여 개에 달한다. 따라서 타이쿤 게임을 즐기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비슷한 타이쿤 게임들에 

점차 식상함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타이쿤 게임 시장의 천편일률 성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조는 기존 타이쿤 게임들이 

채택한 적 없는 ‘양식’ 이라는 소재와 다른 유저들과의 대전이라는 멀티플레이 요소를 가미하여 

게임을 제작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우리는 타이쿤의 장르라는 게임에 다시 한번 신선함과 활

력을 가져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 : ‘타이쿤’ 이라는 단어 자체는 실업계 혹은 정계의 영향력 있는 거물을 일컫는 말로, 외국

인이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의 장군을 부르던 대군(大君)이란 칭호에서 유래했다. 

 

            
  

타이쿤 게임의 효시인     롤러코스터를 소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레일로드 타이쿤”       “롤러코스터 타이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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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타이쿤 게임이란,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 장르의 세부 장르 중 하나로,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 무

언가를 경영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임들을 말한다. 타이쿤 게임은 캐릭터를 키우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다른 사람과 연애감정을 쌓아가는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등과 달리 특정 분

야의 경제활동에만 집중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타이쿤 게임은 한 회사나 단체의 대표가 되어 자신의 사업을 가능한 크게 키우거나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이겨 나가는 방식이 많다. 이러한 경영 활동으로 인해 플레이어는 자신이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대리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타이쿤 게임을 즐겨하는 사람

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그 점에서 가능성을 엿보았다. 

 

1.2.1 기술의 시장 현황 

1. 농촌을 배경으로 한 타이쿤 게임 

        

    ○ 레알팜     ○ 애브리타운 

농촌을 배경으로 한 타이쿤 게임은 농촌사회를 축소하여, 자신만의 농장의 경영 및 마을을 꾸미

며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게임이다.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P0-bTj6bLAhXFoZQKHfzWBrsQjRwIBw&url=http://soli0226.tistory.com/entry/%EB%A0%88%EC%95%8C%ED%8C%9C-%EB%A0%88%EC%95%8C%ED%8C%9C-%EB%8F%84%EB%9D%BC%EC%A7%80-%EC%8B%AC%EA%B8%B0&psig=AFQjCNEUpgdA-BLECNsvpNzw1REfoxTaag&ust=1457149649957089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K-dalkKbLAhUBPZQKHTaADHoQjRwIBw&url=http://realheart.egloos.com/3011915&bvm=bv.115339255,d.dGo&psig=AFQjCNG2-OTiAgqHh-NOMpdMG0gejdgpuQ&ust=145714980818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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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도시를 배경으로 한 타이쿤 게임 

 

  ○ 심시티빌드인        ○ 시티즈 : 스카이라인 

 

현대 도시를 배경으로 한 타이쿤 게임은 도시를 건설하고 운영하며 시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자본금을 관리해 더 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게임이다.. 

 

1.2.2 개발된 시스템의 한계점 

 

-  현재의 타이쿤 게임들은 중복되는 주제로 만들어지고 있고, 게임의 세부 항목도 비슷하다. 

-  비슷한 타이쿤 게임들에 식상함을 느낀 이용자들은 새로운 타입의 타이쿤 게임을 기대하고 있 

다. 

-  아직 해상과 관련되어 물고기를 잡는 양식을 주제로 한 타이쿤 게임은 제작되지 않았다. 

 

1.2.3 개발할 시스템의 필요성 

 

  우리 조는 '양식' 이라는 소재를 선정, 타이쿤 게임을 제작하려고 한다. 허나 '양식' 이라는 소재는 

워낙 특이하고 지금까지 아무도 선정한 적이 없는 소재이기 때문에, 소재 선정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왜 젖소 타이쿤, 보리 타이쿤 같은 것이 아닌 생소한 소재인 양식 

타이쿤을 골랐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양식' 이라는 소재를 고른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지금까지 누구도 '양식' 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타이쿤 게임을 만든 적이 없다. 현재      

경직화 되어 있는 타이쿤 게임 시장에 양식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도입한다면 기존 타이쿤 게임에 

질려 있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이다.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0ahUKEwizhu6FlabLAhUBqZQKHTMwAZEQjRwIBw&url=http://bhjo0930.tistory.com/entry/%EC%8B%AC%EC%8B%9C%ED%8B%B0-%EB%B9%8C%EB%93%9C%EC%9E%87-%EC%97%91%EC%8A%A4%ED%8F%AC&bvm=bv.115339255,d.dGo&psig=AFQjCNFuFuSpHDq_bsqHS1HO7fDHpdQnqA&ust=1457151107182932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H_o-nlqbLAhWEVZQKHbpqD1MQjRwIBw&url=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JiRT&articleno=8888648&bvm=bv.115339255,d.dGo&psig=AFQjCNE7GGSuRyzuWG1ROkCAarsXZtP5jw&ust=1457151438042290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수행계획서 18조(수정본) 

프로젝트 명 어장관리 

팀 명 아메리카노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3 2016-04-06 

 

캡스톤 디자인 I Page 7 of 20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둘째, 바다라는 소재를 사용 함으로서 플레이어들에게 친근감과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다라는 소재를 사용 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 "바다라는 소재를 사용한 것 까지는 좋은데, 왜 굳이 바다와 관련된 소재 중에서도 '양식'이라는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선택하였냐?" ‘ 

 

  만약 이러한 질문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할 것이다.  

- "우리 조가 '양식' 이라는 소재를 선택한 이유는, '양식' 이라는 소재는 '바다' 라는 소재의 특성과 

'타이쿤' 이라는 소재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고기” 라는 소재는 일반인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하지만 "스마트 폰에서 물고기 키우기", "낚시 

게임" 등과 같이 현재 물고기와 관련된 게임은 시장에 많이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적다. 

"물고기" 라는 소재는 매력적이지만, 다른 요소를 결합하지 않으면 게임이 쉽게 식상해질 위험이 

있다. 우리는 이 점에 착안하여 물고기라는 소재와 타이쿤이라는 소재를 결합하고자 하였다. 

타이쿤 게임의 특징 중에는 특정 대상 키우기, 나만의 기지 건설 및 성장 등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과 바다 라는 소재를 결합한 결과가 "양식장" 이다. “양식장” 이라는 소재는 이 

두개의 소재가 각각 가진 특성을 절묘하게 합쳐 놓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캡스톤 

디자인의 주제로 양식장을 선택하려고 한다.  

 

  또한 어촌을 주제로 한 타이쿤 게임을 만든다면, 그들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플레이어들은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타이쿤 게임은 도시 생활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마치 어머니의 품 과도 같은 

안락함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이 잡은 물고기의 성장을 지켜보며 마치 양식장을 직접 

경험하는 듯 한 대리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는 기존의 타이쿤 장르 게임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양식장" 이라는 

특이한 소재 도입과 더불어 멀티 플레이 대전모드를 추가한다. 멀티 플레이 대전 모드에는 

요리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재미를 느끼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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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나만의 양식장에서 나만의 철갑상어를 기를 수도 있다. 

 

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 기존 타이쿤 게임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물고기와 경영이 조합된 양식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제공한다. 

 

• 기존 타이쿤 게임과는 다른 멀티플레이 대전 요소를 도입해 타이쿤 장르의 식상함을 

타개하고 더 다양한 재미를 제공한다. 

 

 

 

2.2 연구/개발 내용 

2.2.1 연구/개발 주제 

우리의 타이쿤 게임은 크게 싱글 플레이와 멀티 플레이 대전 모드로 나뉘어진다. 우선 

싱글 플레이 모드를 통해 자신의 양식장을 확장 시켜 나아간다. 초기에는 제한적인 물고

기의 품종 만을 기를 수 있게 하고 유저에게 Lv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정한 Lv의 도

달과 금액 지불을 통해 양식장의 발전 단계를 올릴 수 있게 하여 더 다양한 품종을 기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자신이 기른 고기를 성장시킨 뒤 상점에 고기를 판 뒤, 더 높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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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팔 수 있는 큰 고기의 종자를 구입해서 더 질 좋은 양식장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또한 각각의 물고기에게 계절에 따른 다양한 시세를 도입하여 다양한 물고기 등을 양식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자본금을 늘려가면서 일정 레벨에 도달할 경우 멀티 플레이를 가능

하게 설계한다. 

멀티 플레이 대전 모드는 요새 사람들에게 열풍인 요리라는 요소를 도입하여 개발한다. 

멀티 플레이 대전모드를 통해 다른 유저들과의 순위를 겨루어 상위권의 순위유저에게는 

싱글 플레이 모드에 존재하는 양식장에 부가 효과를 부여한다. 가령 양식의 성장속도를 

올려주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대전 모드는 양식장의 물고기를 선택하여 물고기에 따른 

기본적인 점수를 부여하고 화면에 출력되는 상하좌우의 버튼을 일정 시간 안에 클릭하여 

나오는 콤보 횟수와 곱 연산하여 승리를 결정하게 된다. 

 

  

 

 

 

 

 

2.2.2 연구/개발 방법 

 

1) 게임은 Unity 유틸리티 및 NGUI(Next Generation UI)를 사용, 구현한다. 

   unity를 이용하여 게임의 진행 화면과 게임 플레이 기능을 구현한다.  

   내부에서는 C# 언어를 사용한다. 

2) 게임 내부에서 구현되는 아이템 및 캐릭터, 건물 등에 대한 DB를 구축한다. 

3)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DB를 구축한다.  

4) 멀티플레이 대전을 위한 네트워크 소켓 프로그래밍 코딩이 요구된다. 

5) 기존의 Tomcat을 이용한 웹 서버 구현이 아닌 유니티 자체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한다. 

6) 그래픽을 구현하기 위해 3ds max 가 사용된다. - > v-ray를 통해 그래픽을 향상시킨다. 

  

메모 포함[s2]: 1)좀 더 고려되는 기술 요소가 없나

요?  

 

2)멀티플레이 대전을 위해서만 웹 서버가 필요한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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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메모 포함[s3]: 3)여기서 관리자는 시스템을 운영하

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런 actor는 식별되지 않습

니다. 만약 관리자가 시스템을 들여다보며 지속적으

로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 하는 등의 액션

을 하기 위해 시스템에서 기능을 제공해줘야 한다

면 식별될 수 있겠지요.   

4) 게임에서 단순히 play외에 사용자가 사용할 기능

이 이렇게 없는 건가요?  

5) 게임을 하기 위해 설정하는 정보나 선택할 수 

있는 정보 등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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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비 기능(품질) 요구사항 

1. 사용성(Usability) : 사용자가 게임을 익히기 쉽게 간단한 UI를 제공한다. 캐주얼 하게 제작하고

자하는 타이쿤 게임의 특성상 한 눈에 쏙 들어오고 사용하기 쉬운 UI를 구현해야 한다. 

 

2. 가용성(availability) : 게임 내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서버의 과부하 등 시스템을 이용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시간(예상할 수 없음)과 정기적으로 게임에서의 필요한 업데이트를 하는 시

간(주에 약 1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대해 게임에 사용이 가능하다.  

 

3. 용량(capacity) : 50000명 정도가 동시에 플레이 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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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시스템 구조 

 

 

참고 문서 

- http://capstone.cs.kookmin.ac.kr/gongjisahang-1/swgonghagteuggang 

 

 

 

 

 

2.3.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 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파일 
소스코드 파일 저장 작성한 Unity 용 게임 소스코드를 저장한다. C#  

소스코드 파일 열기 Unity 용 게임 소스코드 파일을 연다. C#  

웹 서버 웹 서버 
게임 구동에 필요한 파일 및 사용자의 

정보가 저장되는 웹서버이다. 
웹 서버  

출력  스마트기기 작성된 게임을 출력해준다. 출력장치  

입력 스마트기기 게임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 받는다. 입력장치  

 

메모 포함[s4]: 이런 형식의 시스템 구조의 경우 구현

하게 될 모듈들의 역할을 정의하여 함께 표현해야 합

니다.  

 

게임과 관련된 시스템 구조 혹은 아키텍처 다이어그

램을 많이 찾아보세요.  

http://capstone.cs.kookmin.ac.kr/gongjisahang-1/swgonghagteu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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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현대인들은 계속되는 일로 현재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다. 과도한 현대사회의 요구는 그들의 어

깨를 짓누르고 있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일로 제대로 쉬지못해 휴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사회 현

장은 그들에게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전쟁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 

하지만 휴식시간에 우리가 제작한 ‘나만의 양식장’은 현대인들에게 짧지만 자신에 의해 경영되는 

소중한 공간을 제공해 줄 것이며 이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현실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

는 대리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멀티플레이 대전 모드로 통하여 다양한 즐거움을 맛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게임은 교육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 등장하는 물고기의 생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물고기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현실세계에서도 집에 어항을 놓아 물고기를 키우고, 낚시를 떠나는 식으로 

양식장을 직접 체험하는 식의 취미생활의 연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 개발환경 

 

   -  서버 구축 

       ＊ 유니티 : 스마트기기와 연결될 메인 서버의 구현에 사용된다. 

  유니티에서 제공해주는 마스터서버를 이용하여 스마트기기와 연결될  

  서버를 구축하고 그 안에 DB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참조한다. 

  C#을 이용하여 코딩해 메인 서버를 구축한다.  

 

＊ MY SQL : 표준 데이터베이스 질의 언어인 SQL을 사용하는 개방 소스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MS)이다. 웹 서버의 환경에서 JSP를 이용하 

여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저장, 관리, 사용에 필요하다. 다중 사용자, 다중 

스레드를 지원하고, C, C++, Eiffel, 자바, 펄, PHP, Python 스크립트 등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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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P : JavaServer Pages의 약자이며 웹 서버의 환경에서  

MY SQL의 데이터를 참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JSP를 사용하는 이유는 JAVA가 제

공하는 모든 기능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며 플랫폼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

다. 플랫폼이란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 등의 운영체제를 이야기한다. 즉 플랫폼

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일이 생기더라도 재 코딩을 할 필요가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 Visual studio : C#을 이용해서 메인 서버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  게임 제작 

       ＊ Unity : 게임을 제작하는 툴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물리엔진을 사용하며, 필요한 에셋은 3ds max로 제작하여 

유니티에서 사용한다. 지형시스템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

다. 스크립트에 넣을 코드들은 C#으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 Eclipse : java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툴 

                -> jav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jdk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C# : Android환경으로 유니티 툴을 이용하여 게임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언어이다. 

         

  

  -  디자인 

       3ds Max : 게임 제작 시 주요 캐릭터인 물고기의 그래픽을 구현하는 데 사용한다. 

  

 

• 프로젝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 

 

   - 사용자 환경 

   ＊스마트 기기 : 소프트웨어가 구동될 수 있는 Android 단말기.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구동 되는지 그래픽의 구현 및 오류가 없는지를 판별 할 수 있다. 최대한 다양한 종

류의 Android 단말기를 구비해서 시험해 보아야 한다. 

 

   - 서버 환경 

       * 서버가 구축된 데스크톱 : Android 단말기와 제대로 된 연동이 되었는지 구현상        

        에 문제가 없는지를 서버 자체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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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1.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기기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소프트웨어가  

다르다. 

- 갤럭시 탭, 갤럭시 6, 갤럭시 3, 갤럭시 2, G3 등 다양한 기기에서 구동 시켜본다. 

-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툴을 이용하면 다양한 기기에 맞게 구동이 가능하다. 

 

2. 멀티플레이 환경 구축을 위한 웹 서버 전용 PC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졸업 프로젝트 동안 사용하는 연구실에 웹 서버 기능을 할 수 있는 데스크톱에 웹 서

버를 설치한다. 

 

3.2.2  소프트웨어 

1. Android 기반의 스마트폰 OS에서만 작동 가능하다. 

- iOS는 개발하지 않는다. 

 

3.2.3  기타 

1. 학업과 병행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업 등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조원  

전체가 모여 있기 힘들다. 

- 지속적으로 자신이 담당한 역할을 개발한다. 

- 학업이 모두 끝난 6시를 기점으로 조원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함께 개발한다. 

 

 

 

 

 

 

 

 

 

 

 

 

메모 포함[s5]: 현실적 한계는 맞으나 최대한 다양하게 

필요하다라고 제시했으나 해결 방안을 찾은 것은 아

니네요.  

 

구할 수 있는 기자재를 명시하고 이 제한 범위 내에

서 개발하겠다고 제시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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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남주영 • 3d max 이용한 그래픽 구현 

김지용 • 멀티플레이용 실시간 네트워크 구현과 웹 서버 개발 및 준비 

이진호 • Unity를 사용, 양식 타이쿤 게임을 직접 구현 

신한수 • Unity를 사용, 양식 타이쿤 게임을 직접 구현 

윤현철 • 3d max 이용한 그래픽 구현 

여대현 • 멀티플레이용 실시간 네트워크 구현과 웹 서버 개발 및 준비 

 

이름 
계획서 발표 ~ 

1차시연 

1차 시연~ 5월 

1일  

5월 2일~ 2차 

시연 
2차 시연 ~ 발표  

남주영 
물고기 디자인과 

물고기 모델링 제작 

물고기 간의 등급 

책정 및 세부 모델

링 

게임 내 아이템 및 

기타 도구 모델링 

2차 시연 리뷰 내용 

수정 

김지용 
웹 서버 환경 구축 

방안 모색 및 연구 

웹 서버 및 DB 구

축 

멀티 플레이어 

서버 구현 

2차 시연 리뷰 내용 

수정 

이진호 

건물 오브젝트 및 

게임 진행 시나리오 

작성 

조원들의 제작한 모 

델링을 바탕으로 게 

임 UI 제작 

조원들의 제작한 모 

델링을 바탕으로 게 

임 UI 제작 

2차 시연 리뷰 내용 

수정 

신한수 

조원들의 제작한 모 

델링을 바탕으로 게 

임 UI 제작 

조원들의 제작한 모 

델링을 바탕으로 게 

임 UI 제작 

조원들의 제작한 모 

델링을 바탕으로 게 

임 UI 제작 

2차 시연 리뷰 내용 

수정 

윤현철 

건물 오브젝트 및 

게임 진행 시나리오 

작성 

건물 오브젝트 세부 

모델링 및 DB구축 

게임 내 아이템 및 

기타 도구 모델링 

2차 시연 리뷰 내용 

수정 

여대현 
웹 서버 환경 구축 

방안 모색 및 연구  

웹 서버 및 DB 구

축 

멀티 플레이어 

서버 구현 

2차 시연 리뷰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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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개발 환경 구축 5 

게임 소스코드 제작 30 

네트워킹 준비 10 

그래픽 구현 20 

최종 버그 검사 10 

데모 동영상 및 ppt 제작 5 

합 80 

 

 

 

 

 

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2 월 3 월 4 월 5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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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 별 주요 산출물 

마일 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프로젝트 개요 및 설계 일정 발표 

산출물: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2016-03-03 2016-03-17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6-03-18 2016-03-25 

1 차 중간 

보고 

게임 앱의 기본적인 게임 구조 및 기능 완성 

산출물: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6-03-26 2016-04-07 

2 차 중간 

보고 

게임 앱의 싱글 플레이, 멀티플레이 기본 기능 구현 완료 

산출물: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6-04-08 2016-05-19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1. 최종 소스 코드 

2016-05-19 2016-05-21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게임 app 에서 발생하는 버그 조사서 

2. 각 mobile 기기에서 호환성 조사서 

2016-05-21 2016-05-22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 보고서 

2. mobile 기기에 설치 가능한 게임 app 

2016-05-26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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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 계획 

 

이름 개발 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 개발일(MD) 

남주영 3d max 이용한 그래픽 구현 3/21 5/19 20 

김지용 
멀티플레이용 실시간 네트워크 구현과 

웹서버 개발 및 준비 
3/25 5/19 30 

윤현철 3d max 이용한 그래픽 구현 3/21 5/19 20 

이진호 
Unity 를 사용, 양식 타이쿤 게임을 직접 

구현 
3/21 5/19 40 

신한수 
Unity 를 사용, 양식 타이쿤 게임을 직접 

구현 
3/21 5/19 40 

여대현 
멀티플레이용 실시간 네트워크 구현과 웹 

서버 개발 및 준비 
3/25 5/19 30 

 

 

6.4  비 인적자원 투입 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노트북 개별 지참 2016-03-03 2016-05-26  

개발용 스마트기기 개별 지참 2016-03-03 2016-05-26  

 클라우드 웹 서버 무료 웹 서버 사용 2016-03-03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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