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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WC 콘텐츠 아이디어 (게임 부문) 제안서 

 

0. 제출자: 이동은               

1. 게임 작품명: 바이러스 펜디 

 

 

 

 

 

 

 

 

 

 

—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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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 개요 
 

A. 게임 개요 

 실제 각종 장기 질환의 원인 병원체들을 퇴치하는 교육용 전략 액션 디펜스 게임이다. 

B. 기획 의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인 바이러스, 병원체를 주제로 사용하여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 내며 남녀노소가 짧은 시간 안에 플레이 가능한 게임을 만든다. 

C. 타겟 이용층 

 10~20대 등교나 출근길에 가볍게 플레이하는 유저를 노린다. 

D. 플랫폼 소개 

  

AOS(안드로이드) IOS(iPhone) 
 

 플랫폼은 IOS, AOS 등의 모바일 플랫폼으로 제작된다. 

E. 게임 장르 

 
(좀비여고 플레이 화면) 

 
(좀비여고 플레이 화면) 

전략 디펜스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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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의 장르는 전략 디펜스, 액션으로 구성된다. 

F. 그래픽 컨셉 

      
(브롤스타즈 캐릭터)  (궁수의 전설 캐릭터) 

 실제 면역 세포와 병원체를 실사화 그래픽으로 나타낼 시 일부 유저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 남녀노소 거부감이 적은 캐주얼 그래픽을 채택한다. 

G. 플레이 방식 

 

 바이러스 펜디는 디펜스 목표인 일반 세포를 감염시키기 위해 다가오는 병원체들을     

면역 세포를 이용하여 전략적으로 배치, 조종하여 처치하는 실시간 전략 액션게임이다. 

 병원체가 침투하는 부위들을 챕터별로 구성하여 유저는 병원체가 침투하는 챕터를 전부 

막아내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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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아이디어 기획 배경 및 특징 
 

I. 기획 배경 
 

 

최근 이슈를 이용한 흥미 + 생소하던 면역 세포와 병원체에 대해 알려준다. 
 

 이 게임을 처음 기획하던 당시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가 한창 유행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각종 

게임의 플레이 타임 또한 늘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본 기획자 또한 집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현재 사태에 대해 

생각하다가 현재 이슈인 COVID-19를 게임에 녹여 만든다면 흥미도 끌어낼 수 있고 재

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침 COVID-19가 유행한 뒤 오래된 게임인 ‘바이러

스 주식회사’가 다시 인기가 급상승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기획서를 구상하던 도중 자연스럽게 COVID-19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체나 우리 

몸속의 면역세포들이 게임에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몰랐던 각종 병원체의 위험성, 

면역 세포의 역할을 이 게임을 통해 알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 펜디는 실존하는 병원체, 면역 세포를 게임에 넣고 고증시켜 재미뿐만 아니라 

교육성 또한 가질 수 있었다.           

장르적 부분에서는 침투하는 병원체를 면역 세포가 방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디펜스  

게임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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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특징 
 

 

1. 이슈인 바이러스를 이용한 흥미와 교육성 
 

 최근 이슈인 바이러스를 소재로 사용하여 보다 쉽게 게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병원체와 면역 세포가 등장하여 게임을 하면서 병원체와 세포에 대해 

알 수 있어 게임과 교육이 동시에 가능하다. 

 
(명일방주 플레이 화면)                        (궁수의 전설 플레이 화면) 

2. 액션과 전략 2가지가 혼합된 조작법 
 

 액션과 전략이 혼합된 조작법을 가져 액션의 단점인 단조로움과 전략의 단점인 긴장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다. 

 
(메이플스토리 몬스터 컬렉션) 

3. 컬렉션 시스템으로 인한 수집의 재미 
 

 컬렉션 시스템으로 전투를 통한 재미뿐만 아니라 수집의 재미 또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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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짧은 플레이타임으로 인한 접근성 
 

 1게임 당 짧은 플레이타임을 가져 직장인, 학생이 쉽게 출, 퇴근 및 등, 하교 길에     

가볍게 플레이 할 수 있다. 

 

4. 시놉시스 
 

병원체 출현 
 

세계 각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진다. 하지만 세계는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 내버려두었다. 

그러던 2030년 세계 각지에서 각종 병원체의 개체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다. 

세계는 병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결국 일주일 후 환자가 점점 늘어 병원체가 세계를 

뒤덮었다. 

병원체의 변화 
 

세계는 뒤늦게 백신을 개발하고 병원체들을 막으려고 한다. 그 결과 백신을 개발하여 병원체들을 

막아낸다. 

하지만 병원체들은 백신이 먹히지 않는 성질로 변화하고 연구자들은 병원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각종 산업 폐기물에 병원체들이 변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세계는 다시 위기에  

빠진다. 

세포들의 저항 
 

백신으로는 병원체 퇴치에 한계가 보이고 세계는 각자 면역력을 증진해 병원체를 방어하라고 

권고하고 자연 종식을 기다린다. 

그 사이 우리 몸속의 면역 세포들이 변화하는 병원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병원체로부터 인체를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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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장 캐릭터 및 몬스터 설정 
 

I. 캐릭터(면역 세포) 설정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캐릭터인 면역 세포의 능력치, 특징을 설명한다. 

A. 능력치 설명 

체력 세포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능력치 (0이 될 시 사망한다.) 

공격력 

기본 공격 시 가하는 피해를 결정하는 능력치로 스킬 피해량의 

계수로 반영된다. 

Ex) 공격력 30일 때 300% 피해량의 스킬 사용 시 스킬은 90의 피해를 입힌다. 

방어력 
방어력 수치만큼 받은 피해를 감소시킨다. 

Ex) 방어력 15일 때 30의 피해를 받을 시 30-15 -> 15의 피해를 받음 

공격속도 
세포의 기본 공격 주기를 결정하는 능력치로 초당 공격 횟수로 나타낸다. 

Ex) 공격속도 1.3 -> 초당 1.3회의 기본 공격을 가한다. 

스킬 게이지 충전량 

세포의 스킬 재사용에 필요한 충전량을 나타내는 능력치로 

최대 충전까지 처치해야 할 병원체 수로 나타낸다. 

Ex) 스킬 게이지 충전량 60 -> 60개의 병원체 처치 시 최대 충전 

이동속도 

유닛이 이동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능력치로 초당 이동하는 

Cm으로 나타낸다. 

Ex) 이동속도 0.9 -> 초당 0.9cm를 이동한다. 

사정거리 

유닛이 공격 가능한 거리를 결정하는 능력치로 최대 사정거리를 

cm으로 나타낸다. 

Ex) 사정거리 1 -> 최대 1cm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B. 캐릭터(면역 세포) 목록 및 능력치 

이미지 설명 

 

세포 이름: 호중구 A 

세포 특징: 가장 기본적인 면역 세포이다. 

병원체 중 바이러스 종류에게 추가 피해를 입힌다. 

세포 스킬: 면역 능력을 증폭시켜 15초간 이동속도 20%, 방어력

25% 증가하고 기본 공격이 광역피해로 변한다. 

체력: 400 공격력: 35 방어력: 20 

공격속도: 1.2 스킬 충전량: 20 이동속도: 0.9 

사정거리: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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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이름: 호중구 B 

세포 특징: 가장 기본적인 면역 세포이다. 

병원체 중 균 종류에게 추가 피해를 입힌다. 

호중구 A에 비해 체력이 낮고 원거리 공격을 사용한다. 

세포 스킬: 면역 능력을 증폭시켜 15초간 공격속도 15%, 공격력

20% 증가하고 기본 공격의 사정거리가 1칸 증가한다. 

체력: 300 공격력: 30 방어력: 15 

공격속도: 1.0 스킬 충전량: 20 이동속도: 1.0 

사정거리: 3.0 

 

세포 이름: 호산구 A 

세포 특징: 기생충에게 강력한 면역 세포이다. 

병원체 중 기생충 종류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고, 기생충의 능력에 

면역된다. 

세포 스킬: 병원균 한 개를 공격하여 독성 물질을 주입한다. 

공격당한 병원균은 1초 후 폭발하여 주변에 공격력의 250%의  

광역피해를 입힌다. 

(보스 병원체는 폭발 시 사망하지 않고 최대 체력 15% 피해) 

체력: 400 공격력: 30 방어력: 20 

공격속도: 1.1 스킬 충전량: 30 이동속도: 0.9 

사정거리: 0.6 

 

세포 이름: 호산구 B 

세포 특징: 기생충에게 강력한 면역 세포이다. 

호산구 A와 유사하지만, 체력이 낮고 원거리 공격을 사용한다. 

세포 스킬: 관통하는 창을 던져 적에게 최대 체력 30% 피해를  

준다. (보스는 최대 체력 10% 피해) 

스킬에 피격하여 사망한 적은 폭발하여 광역피해를 입힌다. 

체력: 300 공격력: 25 방어력: 15 

공격속도: 0.9 스킬 충전량: 35 이동속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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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이름: 대식세포 A 

세포 특징: 다른 세포보다 몸집이 거대하고 체력이 높다는 

특성을 가진다. 

병원체들을 먹으면서 공격한다. 

세포 스킬: 대식세포 A가 5초간 회전하며 구른다. 

구르기에 피격된 적은 지속적으로 뒤로 밀려나며 공격력의 75% 피해

를 입는다. 

체력: 700 공격력: 20 방어력: 30 

공격속도: 0.7 스킬 충전량: 35 이동속도: 0.7 

사정거리: 0.6 

 

세포 이름: 대식세포 B 

세포 특징: 대식세포 A와 유사하지만 체력이 높은 대신 병원체를 

일정량 이상 처치 시 체력을 회복한다. 

세포 스킬: 자신의 체력을 30% 소모하고 10초간 주변 적들에게 1초

마다 공격력의 50% 피해를 입힌다. 

체력: 550 공격력: 25 방어력: 25 

공격속도: 0.7 스킬 충전량: 30 이동속도: 0.8 

사정거리: 0.6 

 

세포 이름: 수지상세포 

세포 특징: 다른 세포보다 기본 능력치가 낮다. 

수지상세포의 공격에 공격받은 병원체는 다른 세포에게 받는  

피해량이 50% 증가한다. 

세포 스킬: 10초간 나머지 세포 2개에게 자신의 특수 능력을 

적용시킨다. 

체력: 275 공격력: 20 방어력: 10 

공격속도: 0.6 스킬 충전량: 10 이동속도: 0.5 

사정거리: 0.7 

 

세포 이름: 킬러 T세포 

세포 특징: 다른 세포보다 기본 능력치가 높다. 

기본 공격에 광역 공격이 적용된다. 

보조 T세포와 함께 사용해야 하며, 게임 시작 15초 후 전투를 

시작한다. 

세포 스킬: 칼을 휘둘러 전방 일정 범위 내 병원체들을 

즉사시킨다. (보스는 최대 체력 20% 피해) 

체력: 500 공격력: 55 방어력: 35 

공격속도: 1.1 스킬 충전량: 60 이동속도: 1.0 

사정거리: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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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이름: 보조 T세포 

세포 특징: 다른 세포를 지휘하는 세포로 보조로만 사용가능 

공격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세포의 능력치를 10% 올려준다. 

5초마다 필드 내 면역 세포의 체력을 5% 회복시킨다. 

보조 T세포는 스킬을 사용할 수 없다. 

체력: 225 공격력: 0 방어력: 10 

공격속도: 0 스킬 충전량: 0 이동속도: 0 

사정거리: 0 

 

세포 이름: B세포 A 

세포 특징: 공격 시 항체를 만들어내는 면역 세포이다. 

B세포 A의 공격, 스킬은 공격한 병원체의 이동속도를 낮춘다. 

세포 스킬: 7초간 전방 일정 범위 바닥에 항체를 뿌린다. 

항체를 밟은 적은 이동 속도 10% 감소하고 1초마다 공격력의 50%의 

지속 피해를 입힌다. 

체력: 350 공격력: 30 방어력: 25 

공격속도: 1. 스킬 충전량: 45 이동속도: 1.0 

사정거리: 0.6 

 

세포 이름: B세포 B 

세포 특징: 공격 시 항체를 만들어내는 면역 세포이다. 

B세포 A와 유사하지만 체력이 낮고 원거리 공격을 사용한다. 

세포 스킬: 항체로 5초간 지속되는 벽을 만든다. 

병원체는 생성된 벽을 통과하지 못한다. 

체력: 275 공격력: 25 방어력: 20 

공격속도: 0.9 스킬 충전량: 48 이동속도: 1.2 

사정거리: 2.0 

 

세포 이름: NK세포 

세포 특징: 다른 세포보다 능력치는 다소 떨어진다. 

스킬로 아군 세포를 만들어낸다. 

세포 스킬: 아군 세포를 4마리 소환한다. 

아군 세포는 병원체와 전투하며, 병원체에게 사망 시 자폭하여  

주변에 200%의 광역피해를 입힌다. 

체력: 275 공격력: 25 방어력: 20 

공격속도: 1.0 스킬 충전량: 55 이동속도: 1.1 

사정거리: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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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이름: 아군 세포 

세포 특징: NK세포가 스킬을 사용할 시 나오는 세포이다. 

가장 가까운 적을 찾아 공격하며, 기본 공격만 사용한다. 

체력: 100 공격력: 10 방어력: 0 

공격속도: 0.5 스킬 충전량: 0 이동속도: 0.6 

사정거리: 0.4 
 

II. 몬스터(병원체) 설정 
 

 유저가 전투에서 처치해야 할 병원체의 능력치, 특징을 설명한다. 

A. 몬스터(병원체) 설명 

이미지 설명 

 

병원체 이름: 콕사키 바이러스 

출현 챕터: 1Ch 뇌 침투  

병원체 특징: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병원체 이름: 에코 바이러스 

출현 챕터: 1Ch 뇌 침투  

병원체 특징: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와 유사하지만 체력이 낮고 원거리 공격을 사용한다. 

 

병원체 이름: 폐렴구균 

출현 챕터: 1Ch 뇌 침투, 5Ch 폐 침투 

병원체 특징: 뇌수막염,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 

 

병원체 이름: 선모충 

출현 챕터: 2Ch 팔 근육 침투  

병원체 특징: 근육통을 일으키는 기생충 

공격 시 공격한 상대를 묶어 1초간 모든 움직임을 제한하며 

피해를 입힌다. 

 

병원체 이름: COVID-19 

출현 챕터: 2Ch 팔 근육 침투, 5Ch 폐 침투 

병원체 특징: 폐렴, 근육통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기본 이동속도가 빠르고, 3초간 피해를 받지 않을 시 2개로 분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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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이름: MERS-COV 

출현 챕터: 2Ch 팔 근육 침투, 5Ch 폐 침투 

병원체 특징: 폐렴, 근육통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별다른 능력은 없지만 공격력이 매우 강하다. 

 

병원체 이름: 대장균 A 

출현 챕터: 3Ch 콩팥 침투, 4Ch 간 침투(담낭에서만 출현) 

병원체 특징: 신우신염, 간농양을 일으키는 세균 

번식력이 뛰어나 5초 간격으로 대장균 B를 2개 생성한다. 

 

병원체 이름: 대장균 B 

출현 챕터: 3Ch 콩팥 침투, 4Ch 간 침투(담낭에서만 출현) 

병원체 특징: 대장균 A에서 생성된 세균 

대장균 A와 유사하지만 분열하지 않고 능력치가 저열하다. 

 

병원체 이름: 변형된 대장균 

출현 챕터: 3Ch 콩팥 침투 

병원체 특징: 심각하게 오염되어 변형된 대장균 

대장균 B를 생성하진 않지만 공격한 상대의 공격속도, 공격력을 10% 

감소시킨다. 

 

병원체 이름: 간흡충 

출현 챕터: 4Ch 간 침투 

병원체 특징:  간염을 일으키는 기생충 

공격 시 공격한 상대를 3초간 출혈시켜 1초마다 공격력의 40%만큼 

지속피해를 입힌다. 

 

병원체 이름: B형 간염 바이러스 

출현 챕터: 4Ch 간 침투 

병원체 특징: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공격 시 공격한 상대를 황달에 걸리게 하여 공격력, 방어력을 10%  

감소시킨다. 

 

병원체 이름: 인플루엔자 

출현 챕터: 5Ch 폐 침투 

병원체 특징: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체력이 약하지만 오직 일반 세포만을 목표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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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몬스터(병원체) 등장 챕터 별 능력치 

 병원체의 능력치는 등장 챕터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보스로 출현 시에도 달라질 수 있다. 

 표에 표기된 능력치는 각 챕터의 1 스테이지 기준으로 작성되며, 스테이지가 넘어갈 때

마다 1 스테이지 기준 능력치의 체력 5%, 공격력 2.5%씩 증가한다. 

 모든 병원체는 3cm의 인식 범위를 가진다. 

챕터 병원체 이름 능력치 

 

1Ch 뇌 침투 

 
콕사키 바이러스 

체력: 60 공격력: 40 

공격속도: 0.8 이동속도: 0.9 

사정거리: 0.5 

 
에코 바이러스 

체력: 50 공격력: 42.5 

공격속도: 0.7 이동속도: 0.8 

사정거리: 1.5 

 

에코 바이러스 

(보스) 

체력: 500 공격력: 60 

공격속도: 0.5 이동속도: 0.6 

사정거리: 2.0 

 

폐렴구균 

(보스) 

체력: 500 공격력: 55 

공격속도: 0.6 이동속도: 0.7 

사정거리: 1.0 

 

2Ch 팔 근육 침투 

 
선모충 

체력: 90 공격력: 50 

공격속도: 0.3 이동속도: 0.7 

사정거리: 0.5 

 
MERS-COV 

체력: 95 공격력: 60 

공격속도: 0.6 이동속도: 0.8 

사정거리: 0.7 

 

MERS-COV 

(보스) 

체력: 600 공격력: 75 

공격속도: 0.5 이동속도: 0.6 

사정거리: 0.9 

 

COVID-19 

(보스) 

체력: 600 공격력: 65 

공격속도: 0.7 이동속도: 0.7 

사정거리: 0.8 

 

 

Ex) 병원체 1-1 스테이지 공격력 40 → 1-3 스테이지 공격력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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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h 콩팥 침투 

 
대장균 B 

체력: 40 공격력: 30 

공격속도: 0.6 이동속도: 1.0 

사정거리: 0.4 

 
대장균 A 

체력: 135 공격력: 65 

공격속도: 0.7 이동속도: 0.7 

사정거리: 0.7 

 

대장균 A 

(보스) 

체력: 700 공격력: 75 

공격속도: 0.5 이동속도: 0.5 

사정거리: 0.9 

 
변형된 대장균 

체력: 130 공격력: 60 

공격속도: 1.0 이동속도: 0.9 

사정거리: 0.8 

 

변형된 대장균 

(보스) 

체력: 700 공격력: 70 

공격속도: 0.8 이동속도: 0.7 

사정거리: 1.1 

 

4Ch 간 침투 

 
간흡충 

체력: 190 공격력: 70 

공격속도: 0.4 이동속도: 0.7 

사정거리: 0.6 

 

B형 간염 바이러스 

체력: 200 공격력: 80 

공격속도: 0.8 이동속도: 0.6 

사정거리: 0.5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스) 

체력: 800 공격력: 90 

공격속도: 0.6 이동속도: 0.4 

사정거리: 0.7 

 
대장균 B 

체력: 60 공격력: 35 

공격속도: 0.6 이동속도: 1.0 

사정거리: 0.4 

 

대장균 A 

(보스) 

체력: 800 공격력: 95 

공격속도: 0.5 이동속도: 0.5 

사정거리: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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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h 폐 침투 

 

폐렴구균 

체력: 300 공격력: 105 

공격속도: 0.8 이동속도: 0.9 

사정거리: 0.8 

 
인플루엔자 

체력: 200 공격력: 80 

공격속도: 0.9 이동속도: 1.3 

사정거리: 0.2 

 
MERS-COV 

체력: 300 공격력: 130 

공격속도: 0.6 이동속도: 0.8 

사정거리: 0.7 

 

MERS-COV 

(보스) 

체력: 900 공격력: 165 

공격속도: 0.5 이동속도: 0.6 

사정거리: 0.9 

 
COVID-19 

체력: 320 공격력: 115 

공격속도: 0.9 이동속도: 0.9 

사정거리: 0.6 

 

COVID-19 

(보스) 

체력: 1000 공격력: 130 

공격속도: 0.7 이동속도: 0.7 

사정거리: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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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메인 화면 구성 및 인터페이스 
 

 메인 화면의 UI 구성 및 기능을 설명한다. 

(메인 화면에서 챕터 또한 선택이 가능하여 UI만 설명하고 챕터는 게임 시스템 설정에서 설명한다.) 

- 메인(챕터 선택) 화면 구성 

 

UI 이름 설명 

1. 화면 상태 UI 현재 유저가 위치하는 화면을 알려주는 UI이다. 

2. 재화 목록 UI 현재 유저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보여주는 UI이다. 

3. 챕터 정보 UI 
선택한 챕터의 정보를 보여주는 UI이다. 

챕터의 상태 확인과 입장을 진행할 수 있다. 

4. 챕터 UI 

진입 가능한 챕터를 보여주는 UI이다. 

진입이 불가능한 챕터는 흑백으로 처리된다. 

 

5. 컬렉션 UI 터치 시 컬렉션 목록을 출력하는 UI이다. 

진입 가능       진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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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컨텐츠 스크롤 

각각 상점, 전투, 강화 화면으로 이동시켜주는 UI 

현재 위치한 화면의 경우 UI가 짙어진다. 

 

 
 

7. 게임 시스템 설정 
 

I. 전투 
 

A. 맵 

 

(Beasts Evolved: Skirmish 스테이지 화면) 

 전체적인 맵의 흐름은 스테이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Ex) 챕터 선택 -> 스테이지 선택 후 전투 돌입 

a. 맵 컨셉 

 

(Cell Defender 플레이 화면) 

 맵 컨셉은 병원체가 몸 속으로 진입하여 세포들과 전투한다는 설정을 반영하여 인간의 

내부 기관지나 장기 내부를 배경으로 한다. 

전투 화면일 시       강화 화면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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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챕터 구성 

 챕터는 총 5가지로 구성된다. 

 각 챕터마다 맵에 적용되는 필드 효과가 존재하며, 특수한 효과를 통해 각 챕터마다 특

색을 강조하고 다양한 전략을 유도한다. 필드 효과는 스테이지에 따라 정도가 변동된다. 

 디펜스 중 일반 세포의 체력이 50% 이상 하락할 경우 신체에 질환이 생겨 질환 효과가 

필드에 일어난다. 질환 효과는 강화를 통해 효과가 하락할 수 있다. 

-  챕터 순서 

 

 

- 챕터 설명 

챕터 이미지 챕터 이름 및 정보 

 

챕터 이름: 뇌 침투 

챕터 정보: 제 1챕터 

필드 효과: 없음 

질환 효과: 뇌수막염에 의해 염증이 생겨 필드에 지나갈 수 

없는 벽이 생긴다. 

 

챕터 이름: 팔 근육 침투 

챕터 정보: 제 2챕터 

필드 효과: 근육의 수축, 이완 작용으로 랜덤적으로 필드 구역

이 작아지거나 커질 수 있음 

질환 효과: 근육통에 의해 통증이 생겨 랜덤적으로 필드가 진동

하여 세포의 움직임이 제한된다. 

 

챕터 이름: 콩팥 침투 

챕터 정보: 제 3챕터 

필드 효과: 전투 시작 후 랜덤적으로 오줌이 쌓여 15초간 필드

의 모든 유닛의 이동속도가 상승한다. 

질환 효과: 신우신염에 의해 염증이 생겨 필드에 지나갈 수 

없는 벽이 생긴다. 

 

 

2Ch 

근육 

3Ch 

콩팥 

4Ch 

간 

1Ch 

뇌 

5Ch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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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이름: 간 침투 

챕터 정보: 제 4챕터 

필드 효과: 전투 시작 후 랜덤적으로 해독 작용에 의해 15초간 

필드에 모든 유닛이 밟을 시 피해를 입는 구역이 생성된다. 

질환 효과: 간염에서 간암으로 진행되어 병원체 전체가 암을 가

져 공격에 지속 데미지가 추가된다. 

 

챕터 이름: 폐 침투 

챕터 정보: 제 5챕터 

필드 효과: 전투 시작 후 랜덤적으로 호흡으로 인해 3초간 아군 

진영이나 병원체 진영으로 바람이 불어 모든 유닛의 이동을 방

해한다. 

질환 효과: 폐렴으로 인해 필드에 물이 차 세포의 이동속도가 

하락한다. 
 

c. 스테이지 

 스테이지는 기본적으로 챕터마다 9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된다.  

 스테이지는 각각 별점이 존재하며 스테이지 내의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별점을 채울 수 

있다. 또한, 받은 별점에 따라 스테이지 클리어 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 

 입장하고 싶은 스테이지를 터치 시 스테이지의 정보가 출력되며 해당 스테이지에서 출현

하는 병원체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할 면역 세포를 선택한다. 

 스테이지 클리어 시 다음 단계의 스테이지가 해금된다. 

- 챕터 별 스테이지 구성 

Ch 1 뇌 침투 

 

뇌 침투는 부위에 따라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소뇌로 스테이지가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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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2 팔 근육 침투 

 

팔 근육 침투는 부위에 따라 전완근, 이두근, 삼두근으로 스테이지가 구성된다. 

Ch 3 콩팥 침투 

 

콩팥 침투는 부위에 따라 신배, 신우로 스테이지가 구성되며 콩팥 챕터는 스테이지가 8개로 

이루어진다. 

Ch 4 간 침투 

 

간 침투는 부위에 따라 간좌엽, 간우엽, 담낭으로 스테이지가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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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5 폐 침투 

 

폐 침투는 부위에 따라 우상엽, 우중엽, 우하엽, 좌상엽, 좌하엽으로 스테이지가 구성된다. 
 

- 스테이지 선택 화면 구성 

 

UI 이름 설명 

1. 화면 상태 UI 현재 유저가 위치하는 화면을 알려주는 UI이다. 

2. 재화 목록 UI 현재 유저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보여주는 U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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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챕터 UI 

현재 유저가 위치한 챕터를 알려주는 UI이다. 

 

 

4. 스테이지 UI 

현재 챕터의 스테이지를 보여주는 UI이다. 

현재 스테이지의 상태에 따라 UI의 색상을 다르게 표시한다. 

                                 

격파 스테이지        현재 도전 스테이지      해금 X 스테이지 

-> 푸른색          -> 붉은색               -> 흑백 

5. 별점 UI 

스테이지 UI 하단에 해당 스테이지의 별점을 표시한다. 

별점 또한 스테이지의 상태에 따라 UI의 색상을 다르게 표시한다. 

             

격파 스테이지        현재 도전 스테이지     해금 X 스테이지 

-> 획득 별점 표시   -> 모두 흑백으로 표시   -> 표시하지 않음 

6. 입장 UI 터치 시 해당 스테이지에 입장을 진행하는 UI이다. 

7. 상세 정보 UI 

스테이지 UI를 터치했을 때 출력되는 UI로 해당 스테이지의 이름, 

등장 병원체 표시, 사용 면역 세포를 선택하는 UI이다. 

 

선택 시 메인 세포 -> 붉은색, 보조 세포 2개 -> 푸른색으로 빛난다. 

좌우로 드래그하여 목록을 옆으로 움직일 수 있다. 

8. 면역 세포 정보 UI 
면역 세포의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는 UI이다. 

선택한 면역 세포의 능력치, 특성을 표시한다. 
 

 

 

 

 

 

 

 

 

 

 

현재 위치한 챕터에 따라 아이콘과 텍스트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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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세 전투 

a. 기본 전투 화면 구성 

- 기본 전투 화면 구성 

       

<기본 전투 화면 구성>                      <일시 정지 시 예시> 

UI 이름 설명 

1. 일시 정지 UI 

전투 진행 중 전투를 일시 정지시키는 UI이다. 

터치 시 화면이 어두워진 뒤 계속하기와 전투 포기 버튼이 포함된 

팝업을 출력한다. 

2. 병원체 체력 UI 

몰려오는 병원체의 체력을 보여주는 UI이다. 

                    

병원체의 상단에 표시       병원체 체력 100% 시 출력 X 

 

보스 병원체의 경우에는 화면 상단에 따로 표시한다. 

                
체력 0~10%          체력 10~50%             체력 100~50% 

체력의 상황에 따라 UI의 색상이 변화한다. 

6cm 

8
.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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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역 세포 체력 UI 

유저가 사용하는 면역 세포의 체력을 보여주는 UI이다. 

 

면역 세포의 상단에 표시 

4. 일반 세포 체력 UI 

디펜스 목표인 일반 세포의 체력을 보여주는 UI이다. 

 

일반 세포의 상단에 표시 

                
체력 0~10%          체력 10~50%             체력 100~50% 

체력의 상황에 따라 UI의 색상이 변화한다. 

5. 보조 세포 배치 구역 

보조 세포의 배치 가능 구역을 보여주는 UI이다. 

        

전투 진행 중에는 UI 출력 X        보조 세포 이동 중에만 출력 

6. 메인 세포 타격 목표 

메인 세포의 타격 목표를 표시하는 UI이다. 

                     

타격 목표에게 UI 생성           타격 목표 변경 시 변경된 

목표에게 UI 재생성. 

7. 이동 패드 UI 

메인 세포의 이동을 제어하는 UI이다. 

 

360° 모든 방향으로 이동 가능 

UI 터치 후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8. 공격 버튼 UI 터치 시 메인 세포에게 기본 공격 명령을 내리는 UI이다. 

9. 스킬 버튼 UI 
터치 시 메인 세포에게 스킬 시전 명령을 내리는 UI이다. 

스킬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UI가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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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세 전투 규칙 설명 

스테이지 선택, 사용 면역 세포 선택 

 

 

 

 

 게임 진행 방식 

 

 

1. 원하는 챕터, 스테이지 선택 

2. 상세 정보 UI 등장 병원체 확인 후 사용할 면역 세포를 

터치하여 메인 1개, 보조 2개 선택 

- 선택된 면역 세포는 테두리에 네온 효과를 적용한다. 
(메인 세포는 붉은색, 보조 세포는 푸른색으로 빛난다.) 

- 전투 시작 시 병원체들이 유저의 디펜스 목표인 일반 

세포를 감염시키기 위하여 몰려오기 시작한다. 

- 유저는 스테이지 선택 화면에서 선택한 3개의 면역   

세포를 이용, 몰려오는 병원체를 처치하여 일반 세포를 

지키며 스테이지 내의 모든 병원체 처치 시 승리 

- 유저의 면역 세포가 1마리도 남지 않거나 일반 세포가    

사망할 시 패배 

- 2개의 보조 세포는 맵 내의 배치 가능 구역에 배치하여   

사용하며, 1개의 메인 세포는 유저가 조종하여       

플레이한다. 

- 이때 메인 세포 -> 스킬, 기본 공격 사용 가능 

보조 세포 -> 기본 공격 사용 가능, 스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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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AI 판정 

 

 
 

 

 

 

 

 

조종 배치 

- 전투 중 원하는 보조 세포 터치 후 메인 세포 터치 시 

역할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 기본적으로 병원체는 일반 세포를 공격 대상으로 한다. 

- 모든 병원체는 인식 범위가 존재하며 면역 세포가 인식 

범위에 들어올 시 해당 면역 세포를 공격 목표로 한다. 

- 병원체는 공격 목표로 삼은 세포에게 사정거리까지 접근 

후 공격한다. 

- 전투 중 이동하고 싶은 보조 세포 터치 후 원하는 배치    

가능 구역 터치 시 보조 세포 위치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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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세포 AI 판정 

 

 

 

 

 

 

c. 전투 결과 화면 

 전투 종료 후 플레이 한 스테이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화면으로 전투 승리, 패배 시 

출력한다. 

 전투 결과 화면에서 화면 터치 시 해당 챕터의 스테이지 선택 화면으로 이동한다. 

- 보조 세포는 자신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가장 가까운 

병원체를 공격한다. 

- 보조 세포가 공격 목표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세포를 

이동, 교체하거나 공격 목표가 사망할 시에만 목표를 

재설정한다. 

- 병원체가 이미 공격 목표를 정한 경우 목표가 사망, 교체

될 시에만 목표를 재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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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전투 화면 구성 

 

UI 이름 설명 

1. 전투 결과 UI 

유저가 플레이 한 스테이지의 승리, 패배 결과를 표시하는 UI이다. 

            

전투 승리 시 출력                  전투 패배 시 출력 

2. 전투 정보 UI 

유저가 플레이 한 스테이지의 전투 정보를 보여주는 UI이다. 

플레이 한 스테이지 이름, 획득 별점, 

사용한 면역 세포, 획득한 재화를 표시한다. 

3. 안내 UI 

터치 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알려주는 UI이다. 

 

1초 간격으로 UI가 점멸된다. 
 

C. 캐릭터(면역 세포) 

 유저가 전투에서 사용하는 면역 세포이다. 

 유저는 모든 챕터에서 모든 면역 세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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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세포 1마리는 유저가 직접 이동 및 공격하며, 기본 공격, 스킬 전부 사용할 수 있다. 

 보조 세포 2마리는 보조 세포 배치 구역에 배치하여 사정거리에 들어온 병원체를      

타격한다. 보조 세포는 기본 공격만 사용한다. 

 메인, 보조 세포 관계없이 제일 가까이 있는 병원체를 우선 타격하며, 메인 세포의 경우 

이동을 통해 타격 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 

 메인 세포의 스킬은 사용 후 일정량의 병원체를 처치하여 스킬 사용 게이지를 채워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스킬 사용 시 스킬 사용 게이지 충전 

                               

스킬 사용 시 스킬 UI가 흑백으로 변화되며    

충전 상태가 된다. 

충전 상태에서 일정량의 병원체 처치 시     

게이지가 차오르며 UI가 점점 돌아온다. 
 

 세포 교체 시 교체된 세포는 조건 없이 스킬 사용 게이지 0부터 시작한다. 

 

세포 교체 시 스킬 사용 게이지 초기화 

 

D. 몬스터(병원체) 

a. 병원체 설명 

 병원체는 챕터에 따라 출현하는 종류가 다르다. 

 병원체는 기본적으로 디펜스 목표인 기본 세포를 목표로 잡으며 면역 세포로 인해     

목표가 바뀔 수 있다. 

 

 

-  

스킬 사용 시 

캐릭터 목록은 등장 캐릭터 및 몬스터 설정 참조 

몬스터 목록은 등장 캐릭터 및 몬스터 설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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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컬렉션 
 

A. 개요 

 컬렉션이란 유저가 전투를 하며 만나는 병원체와 세포를 특정 조건을 통해 컬렉션에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컬렉션 등록 시 등록한 유닛에 대해 특별한 기능이 추가된다. 

B. 상세 콘텐츠 설명 

a. 컬렉션 등록, 컬렉션 목록 

- 컬렉션 등록 화면, 컬렉션 목록 화면 

          

<컬렉션 등록 이펙트>                       <컬렉션 목록 화면> 

 게임 중 면역 세포, 병원체에 대한 특정 조건 달성 시 해당 세포, 병원체에 대한       

컬렉션이 등록되고 컬렉션 등록 이펙트를 출력한다. 

 

 컬렉션 목록은 유저가 등록한 면역 세포, 병원체를 보여주며 아직 등록하지 못한 유닛은 

실루엣만 표시한다. 

 컬렉션 목록에서 등록한 유닛 터치 시 해당 유닛에 대한 특수 효과 설명 UI가 출력된다. 

등록 이펙트 

Ex) 폐렴구균 100마리 처치, B세포 A 스킬 적중 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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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렉션 북이라는 특별한 아이템으로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컬렉션을 채울 수도 있다. 

b. 등록 시 효과 

- 등록 시 효과 예시 

  

폐렴구균에 대한 피해량 10% 증가 B세포 A의 이동속도 10% 증가 
 

 컬렉션에 등록한 유닛은 해당 유닛에 대해 특수 효과가 추가된다. 

 

III. 강화 
 

A. 강화 방식 설명 

- 강화 방식 예시 

 

근력 강화 시 -> 면역 세포 전체 공격력 강화 
 

Ex) 폐렴구균에 대한 피해량 증가, B세포 A의 이동속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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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는 캐릭터 각각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카테고리별로 강화하여 강화한 능력치가    

캐릭터에게 전체 적용되는 방식이다. 

- 강화 메인 화면 

 

 신체의 면역력을 올려 면역 세포가 강해진다는 컨셉의 강화이다. 

 일정량의 재화를 지불하고 원하는 카테고리의 강화 버튼을 터치하여 강화한다. 

 

B. 강화 종류 

- 강화 종류 목록 

이미지 설명 

 

강화 이름: 근력 운동 

강화 효과: 면역 세포의 공격력을 증가시킨다. 

강화 수치: 1레벨 당 현재 공격력 10% 증가 

 

강화 이름: 걷기 운동 

강화 효과: 면역 세포의 방어력을 증가시킨다. 

강화 수치: 1레벨 당 현재 방어력 10% 증가 

강화 버튼 

(강화 비용은 강화 레벨이 올라갈수록 소모되는 비용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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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이름: 마스크 착용 

강화 효과: 면역 세포의 체력을 증가시킨다. 

강화 수치: 1레벨 당 현재 체력 5% 증가 

 

강화 이름: 채소 섭취 

강화 효과: 면역 세포의 공격속도를 증가시킨다. 

강화 수치: 1레벨 당 공격속도 2.5% 증가 

 

강화 이름: 고기 섭취 

강화 효과: 디펜스 목표(일반 세포)의 체력을 증가시킨다. 

강화 수치: 1레벨 당 일반 세포 현재 체력 5% 증가 

 

강화 이름: 근력 운동 

강화 효과: 면역 세포의 필요 스킬 게이지 충전량을 감소시킨다. 

강화 수치: 1레벨 당 필요 스킬 게이지 충전량 2.5% 감소 
 

8. 게임 스토리 보드 (진행 화면) 
 

I. 게임 화면 이동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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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게임 진행 화면 
 

 

로딩 화면 

 

 

메인 화면(챕터 선택 화면) 

 

– 게임 실행 시 출력되는 로딩 화면이다. 

– 업데이트 확인, Google 계정 로그인을   

진행한다. 

– 준비 완료 후 화면 터치 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 

– 로딩 완료 시 출력되는 메인 화면이다. 

– 컨텐츠 스크롤을 통해 챕터 선택 및 상점, 

강화 탭으로 이동할 수 있다. 

– 컬렉션 목록 또한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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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 목록 화면 

 

 

강화 화면 

 

 

 

– 메인 화면에서 컬렉션 UI 터치 시 컬렉션 

목록 팝업이 출력된다. 

– 유저가 수집한 컬렉션을 보여준다. 

– 컨텐츠 스크롤에서 면역 강화 탭 터치 시 

이동할 수 있다. 

– 재화 지불 후 유저가 원하는 강화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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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화면 

 

 

스테이지 선택 화면 

 

– 컨텐츠 스크롤에서 상점 탭 터치 시 이동

할 수 있다. 

– 상하로 스크롤하며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 챕터 선택 화면에서 원하는 챕터를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다. 

– 원하는 스테이지, 면역 세포를 선택하여 

전투로 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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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화면 

 

 

전투 결과 화면 

 

 

– 스테이지 선택 화면에서 원하는         

선택하여 전투로 진입한다. 

– 디펜스 목표를 공격하는 병원체를 모두 무

찌를 시 전투 종료 

– 일시 정지 버튼을 통하여 게임을        

중지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 스테이지의 모든 병원체를 처치하거나,  

전투 패배 및 포기 시 출력되는 화면이다. 

– 전투 정보를 보여주며, 화면 터치 시    

스테이지 선택 화면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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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M 요소 및 상점 구성 
 

I. BM 요소 
 

 
                                        

유료 재화 판매, 패키지 상품 판매 
 

 BM 요소는 유료 재화 판매, 패키지 상품 판매로 이루어진다 

II. 상점 구성 
 

A. 상점 구성품 

 상점 구성품은 유료 재화, 게임 내 재화, 패키지 상품, 컬렉션 북으로 구성된다. 

- 유료 재화 판매 예시 

상품명 루비 한 줌 루비 주머니 루비 바구니 

제공 재화 루비 50개 루비 100개 루비 200개 

가격 \2,500 \5,000 \10,000 
 

 유료 재화는 패키지 상품, 결제로 구매가 가능하며 주로 게임 내 재화, 컬렉션 북 구매에 

사용된다. 

 

 

(궁수의 전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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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내 재화 판매 예시 

상품명 골드 주머니 골드 바구니 골드 상자 

제공 재화 7,500골드 15,000골드 30,000골드 

가격 루비 50개 루비 100개 루비 200개 
 

 게임 내 재화는 패키지 상품, 유료 재화로 구매가 가능하며 주로 강화에 사용된다. 

- 패키지 상품 판매 예시 

  

패키지 상품 구성 
 

 패키지 상품은 다양한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평범한 재화 구매보다 저렴하게 

구성하여 유저에게 결제를 유도한다. 

 패키지 상품은 결제로 구매가 가능하다. 

- 패키지 상품 구성 예시 

상품명 스타터 패키지 컬렉션 북 패키지 

구성 상품 루비 75개, 8,000골드, 능력치 버프 4일 
루비 100개, 15,000골드, 

컬렉션 북 각각 2개  

가격 \5,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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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렉션 북 상품 판매 예시 

 

컬렉션 북 상품 판매 

 사용 시 랜덤 유닛을 컬렉션에 등록시키는 컬렉션 북을 판매한다. 

 컬렉션 북은 유료 재화로 구매가 가능하다. 

- 컬렉션 북 상품 구성 예시 

상품명 컬렉션 북 (병원체) 컬렉션 북 (면역 세포) 

구성 상품 컬렉션 북 (병원체) 1개 컬렉션 북 (면역 세포) 1개 

가격 루비 50개 루비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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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점 화면 구성 

- 상점 메인 화면 

 

 원하는 상품의 구입 버튼 UI를 터치하여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화면을 상하로 드래그하여 상점 목록을 움직일 수 있다. 

 

 

 

 

구입 버튼 

구입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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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향후 업데이트 요소 
 

I. 업데이트 요소 
 

A. 챕터 추가 

 

새로운 챕터 추가 
 

 새로운 신체 부위(챕터)를 추가해 새로운 면역 세포, 병원체를 출시하여 더욱 다양한    

전투 방식, 전략을 유도한다. 

 

B. PVP모드 추가 

 

PVP모드 추가 
 

 2명의 유저가 온라인으로 매칭되어 메인 세포만을 가지고 대결하는 PVP모드를 출시한다. 

 PVE모드만으로는 유저의 흥미를 지속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PVP모드를 추가하여 

유저의 승부욕을 자극하여 흥미를 끌어낸다. 

II. 업데이트 스케줄 
 

 

Ex) 신규 챕터 혈관 출시 -> 신규 병원균 녹농균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