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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MAX를이용하여 게임내의물고기
디자인과건물의 디자인을 구현한다.

유니티엔진을 이용하여게임 내의주요
인터페이스구현 및안드로이드 폰에

연동시키는역할을 한다.



플레이어는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준 양식장을 이어받아 양식장의 부흥을 노리며 양식장

을 운영하게 된다.

초기에 플레이어에게는 자본 500금과 기본 종자인 고기 분어의 종자가 주어지고, 양식장

하나가 제공된다.

기본적인 튜토리얼은 처음 시작 시 제공된다. 상점에서는 물고기의 종자를 구매 할 수 있고,

수확한 어류를 판매 할 수 있다. 난이도 조정을 위해 각각의 물고기의 성장치는 상이하다.

기술실에서는 물고기를 키울때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며 개발 가능한 기술에는 식

량 구매, 수질 연구 항생제 투여등이 있다.



식량은 물고기가 성장할때 필요하며, 식량이 없을 시 물고기가 성장하기 않는다.

수질 연구 및 항생제 투여는 물고기의 성장속도를 배가 시킨다.

창고에서는 현재 보유한 종자와 수확한 어류의 개수를 알 수 있으며,

연구실에서는 종자 연구, 양식장 증가 기능 등을 통해 양식장을 키워 나갈 수 있다.

종자 연구를 할 때 ‘운‘이라는 요소를 도입하여 연구 성공 및 실패가 되며 각각 종자 연구의

확률은 차이가 있다.

게임 시작 화면에서는 시작하기 버튼을 통해 게임을 처음부터 시작이 가능하며,

이어하기를 통해 게임을 이어서도 할 수 있다.



기존 시장에나와있는 타이군장르의게임은 수확물이정적인상태인것에 반해
우리 어장관리는어류에 애니메이션효과를각각 부여하여
동적인상태를 유지하여게임을 보는재미를부가하였다.



차별성 (2) - ‘운’이라는 요소의 도입

종자연구가
성공함

종자연구가
실패함

연구실이라는건물에서 종자연구를 진행하였을때 각종자마다확률을
부여하여게임에 대한재미를 높였다.



타이쿤 장르의많은 게임은보통만화적인 이미지로
게임이구현되었지만 우리는 3D의 현실적인 이미지로

게임을구현하였다.



수행 내용 및 최종 결과 -물고기 모델링

전갱이 복어

붕어 방어 돌돔

모래무지



수행 내용 및 최종 결과 - 인게임 화면

로그인 화면
(최초 페이지)

메인화면
연구실

(종자 연구 및양식장구입)

상점
(물고기 구매 기능)

기술실
(양식에 필요한 물품구매)

창고
(현재 보유 물고기보여줌)



수행 내용 및 최종 결과 – 게임 내 주요 인터페이스 구현

식량구매 시발생하는
알림인테페이스

종자구매시 종자의연구 여부를
알려주는알림 인터페이스

빈양식장에 키울어류를
선택하는인터페이스

창고에서물고기클릭시해당
어류의종자와수확어류의양을

알려주는인터페이스

양식장 클릭시 양식장의
상태 호출하는 인터페이스



수행 내용 및 최종 결과 – 다양한 스마트폰에서 구동

SMASUNG
갤럭시 6에서 구동

VEGA
아이언2에서 구동

LG
G4에서구동



수행 내용 및 최종결과 – 게임 구현 코드

1. 씬전환

2. 텍스트출력1. 씬전환 3. 상점에서물건구매

4. 양식장에물고기 투입 5.  변수 초기화
* 위 코드들은 전체 코드들의 일부를 캡쳐한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