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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슈팅게임



슈팅게임

 ShooTing Game (약칭 : STG)
적의공격을피하며무기를
쏘는게임의총칭

간단한게임의구조와조작
성덕분에게임역사의초창
기부터존재하였던장르

프로그래밍적으로도중력
과같은복잡한물리엔진이
필요하지않기때문에게임
제작입문으로자주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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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ython설치



Python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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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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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ygame설치



pygame

 pygame은 SDL라이브러리위에구축되어
게임과같은멀티미디어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위한오픈소스파이썬프로그래
밍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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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liness built in.
 Does not require OpenGL. 
 Multi core CPUs can be used easily.
 Uses optimized C, and Assembly code for 

core functions.
 Comes with many Operating systems.
 Truly portable.
 It's Simple and easy to use.
 Does not require a GUI to use all functions.
 Small amount of code.
 It's not the best game library.



파이썬에pygame라이브러리추가

 Command Prompt 열기
 [시작] – [실행] – cmd.exe

 pygame라이브러리추가명령어
 pip install py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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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에서pygame설치확인

 Python Shell에서명령어를통해pygame
설치확인
 import py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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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슈팅게임만들기



PyShooting: 지구를지켜라

파이썬을이용한슈팅게임

떨어지는운석을파괴하여지구를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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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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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openclipart.org사운드 출처: freesound.org, youtube audio library 이미지 출처: openclipart.org



게임화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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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그림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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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넣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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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넣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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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움직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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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발사하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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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발사하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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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발사하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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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한운석떨어지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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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한운석떨어지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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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한운석떨어지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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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로운석파괴하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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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로운석파괴하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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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로운석파괴하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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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한운석수와놓친운석수표시하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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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한운석수와놓친운석수표시하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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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맞추면운석속도증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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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가운석과충돌하거나운석을놓치면게임오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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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가운석과충돌하거나운석을놓치면게임오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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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운드넣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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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운드넣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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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운드넣기③

• 파이썬으로슈팅게임만들기 37



PyShooting게임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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