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me Design Portfolio 

Last update : 2013 – 11 – 08 

Project Codex 

박승민 – PSMTOPSM@Gmail.com 



목 차 

Part 1 : 시스템 디자인 

Part 2 : 밸런스 디자인 

Part 3 : 테크니컬 서포트(잡부) 

Unity 3D 작업 서포트 

서버관리 

몬스터 액션 밸런스 

공식 및 파라메터 설정 

게임 전체 프로세스 

DB 

게임 내 모든 UI  

실 능력치 및 시뮬레이터 

참조: 목차 페이지는 “클릭 투 링크”로 구성 되 있습니다. 

Part 0 : 프로젝트 코덱스 소개 



Part 0 : 프로젝트 코덱스 소개 

플랫폼 : IOS , 안드로이드 
           특이사항: 쉴드 지원 - 조이스틱 지원 

개발 플랫폼 : Unity 3D 

모바일 하드코어 액션 RPG 

핑거 슬래쉬 전투 방식 (참조 : 인피니티블레이드 시리즈) 

 
 (개발 당시 플레이 방식) 

기사 링크 버튼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IOS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49927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kuunggames.codex.warrior
https://itunes.apple.com/kr/app/kodegseu-deo-wolieo/id1046501193?mt=8


Part 1 : 시스템 디자인 게임 전체 프로세스 

게임 진입 및 진행 프로세스 기획의 일부 



Part 1 : 시스템 디자인 게임 내 모든 UI  

캐릭터 상태 확인 창 기획의 일부 



Part 1 : 시스템 디자인 DB 

DB (서버) 에 들어갈 데이터 타입 및 디테일 내용 정리 

디테일 내용 정리 후 서버와 클라이언트 데이터 정리 저장될 모든 데이터를 러프하게 정리 

DB 설계 과정의 일부 



Part 2 : 밸런스 디자인 

기본 공식 및 기준 설정 기본 공식 설정 기반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 파일 제작 

공식 및 파라메터 설정 

게임 공식 및 파라메터 설정의 일부 



Part 2 : 밸런스 디자인 몬스터 액션 밸런스 

실제 테이블에 적용 몬스터 액션의 난이도를 계량화 

몬스터의 액션이 몬스터 마다 특성 및 체감 난이도가 
전혀 달라서 몬스터 액션의 특징을 세세히 분류해서 
난이도에 기준을 세움 

겉모양은 같아도 몬스터의 난이도에 따라 
페이스(몬스터 체력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난이도의 액션을 취하게 적용 

몬스터 난이도 설정 의 일부 



Part 2 : 밸런스 디자인 능력치 및 시뮬레이터 

시간에 따른 예상 재화 및 능력치 시간에 따른 예상 재화 및 능력치 

진행도에 따른 장비 성능 증가치 

능력치 문서 및 시뮬레이터 문서의 일부 



Part 3 : 테크니컬 서포트 Unity 3D 작업 서포트 
(레벨디자인) 

레벨 디자인을 고려한 몬스터 수 및 배치 설정 몬스터 실제 배치 (유니티 작업) 

플레이 시간 및 레벨 성장치를 고려한 몬스터의 수량 및 배치 설정 
(맵 디자인은 이미 기존에 제작된 것을 감안하여 설정) 

유니티3D로 직접 몬스터 , 상자 등의 이벤트 배치 
몬스터 방향, 카메라 방향 등도 함께 셋팅 

맵이 이미 나와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레벨디자인 진행 



Part 3 : 테크니컬 서포트 Unity 3D 작업 서포트 
(애니메이션) 

에니메이션 리소스 및 설정 관리  
공격 방향 및 타이밍 작업 

애니메이션 리소스 관리 

애니메이션 모션의 게임 내 공격 타이밍 및 방향 설정 

모션 데이터 설정 (사운드, 이펙트 ,방향, 사용 몬스터 등등…) 



Part 3 : 테크니컬 서포트 Unity 3D 작업 서포트 
(2D 이미지) 

UI 외주로 PSD 로 받은 파일을 직접 포토샵으로 편집 
유니티 내의 아틀라스에 등록 
유니티의 해당 씬에 직접 편집 및 게임 내 적용 

리소스 이미지를 아틀라스에 등록 작업 이미지를 실제 게임에 적용 

(사내 UI 아티스트의 부재로) 



Part 3 : 테크니컬 서포트 

SVN 서버 관리 (window + Visual SVN) Wiki, 맨티스 , 개발 웹서버(APM) 관리  

개발 게임 서버 관리 

회사내의 유일한 리눅스 사용자인 상황에 
서버 프로그래머의 부재로 개발 서버까지 담당 

이전 및 개발 테스트 서버 및 도메인 설정까지 추가 작업  

Cent OS + NginX + PHP + Mysql 
(게임 플레이 시 서버와 Json 을 사용해서 통신) 

서버 관리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PSMTOPSM@Gmail.com - 박승민 
 

 

 

 

만약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 파일에서 더 디테일 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 자료 페이지 링크 버튼 

mailto:PSMTOPSM@Gmail.com
http://minine.net/portfol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