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게슈탈트와 슬로건
1) 게임 개요와 시놉시스
게임제목: 바운트
게임플랫폼: Android/IOS
`대상연령: 15세이상`
게임장르: 인디 액션어드벤처게임
그래픽컨셉 롤모델:

- Amanita Design사의 “사모로스트”(좌)와“머쉬나리움”(우)-

의도와 목적: 캐릭터의 속성타입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과 모바일 협동어드벤처게임!

시놉시스: 생명의 축제라고 불리는 “에피” 행성에는 불을 다루는 인간과 조그마한 요정부터 시작
해 로봇과 임프등 수 많은 생명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날, 갑작스럽게 나타난
우주선이 온 마을을 습격하고, 에피와 마을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4종족의 엘리트로 이루어진 팀
“바운트”가 활동을 개시한다!

게임개요: 바운트는 “사모로스트”, “머쉬나리움”과 같이 사실같은 묘사와 특색이 있는 그림체를 혼합한
그래픽 컨셉을 가진 4인협동의 2D 액션어드벤처게임이다. 바운트, 즉 4명의 플레이어는 에피행성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구역을 뛰어넘고 헤쳐나가며, 거대한 과학조직과 변이생물체들에 맞서 싸우고 마을사람들을 구
출함으로써 점수를 획득한다. 주인공 일행은 악의 근원과 습격사건의 실마리를 파헤치기 위해 끊임없이 나
아가며, 캐릭터고유의 속성과 상성관계, 특수능력들을 활용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다양한 상호작용
을 통하여 수 많은 퍼즐을 풀고 온갖 역경을 헤쳐나간다

사진출처) Google “Amanita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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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SellingPoint (고유

(2)

게임의

판매 강점)



몽환적인 비주얼에 비병렬적인 구조이면서 아름답고 다채로운 세상



캐릭터 각각의 속성을 통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유저가 만들어갈 수 있는 창의적 플레이



플레이어팀의 창의적인 플레이와 클리어를 위한 고뇌가 요구되는 수 많은 퍼즐장치들



다양한 풍경과 종족들, 자연환경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스테이지



플레이어팀의 실적에 따라달라지는, 유저와 상호작용하는 매혹적인 스토리

몽환적인 비주얼에 비병렬적인 구조이면서 아름답고 다채로운 세상
= 독특한 화풍과 배경을 두고 있는 바운트는 유저들에게 비병렬적이면서 눈을 호강하는 플레이를 제공한다.
캐릭터 각각의 속성을 통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유저가 만들어갈 수 있는 창의적 플레이
= 각 종족별 캐릭터마다 가진 고유한 속성과 능력을 통해, 유저들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플레이어팀의 창의적인 플레이와 클리어를 위한 고뇌가 요구되는 수 많은 퍼즐장치들
= 액션어드벤처게임인 만큼, 유저들의 창의성과 임기응변능력을 시험하는 다양한 퍼즐장치들이 준비되어
있다. 자, 도전해보라!
다양한 풍경과 종족들, 자연환경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스테이지
= 바운트에는 에피행성의 개성있는 다양한 종족들과, 자연환경이 존재한다. 플레이어들은 바운트를 플레이
하며 이를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플레이어팀의 실적에 따라달라지는, 유저와 상호작용하는 매혹적인 스토리
= 바운트는 플레이어팀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가지 분기의 엔딩으로 구성되어있다.
완벽한 결말을 위해서는 플레이어팀의 탁월한 협동이 필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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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 규칙
각 스테이지를 클리어 할 때마다 얻는 점수가 플레이어가 후에 마주할 엔딩에 영향을 미치며, 플레이어
캐릭터의 능력치 업그레이드, 새로운 캐릭터 잠금해제 및 각성에 사용되는 오브를 획득한다. 오브는 공유가
가능하며, 맵에 숨겨져 있는 장소에서뿐만 아니라 스테이지 클리어 시에 획득한 점수에 비례해서 클리어 보
상으로 주어진다. 스테이지 곳곳에 배치되어있는 적들과 싸우며, 갇혀있거나 인질이 된 행성주민들을 구해
주고, 캐릭터들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퍼즐을 해결하면서 결말을 향해 달려나가면 된다. 바운트에는 이러한
기본 규칙을 빛나게 해주는 멋진 시스템요소들이 존재한다.

2) 기계장치와 위험요소
디자인

오브젝트 네임

설명

전기스위치

전기를 흘러넣어야 작동하는 스위치로, 전기타입의 캐릭터만이 작동

(분류:기계장치)

시킬 수 있다. 주로 스테이지내의 문을 열거나 트랩의 전원을 끌 때
사용된다.

전선케이블

특정 스테이지 바닥에 깔려있는 전선으로, 항상 전류가 흐르기 때문

(분류:위험요소)

에 물속성 타입은 닿을 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으며, 전기타입을 제외
한 나머지 캐릭터들도 닿을 시 소량의 데미지를 입으며 일정 시간 동
안 경직된다.

폭탄

스테이지 곳곳에 불이 붙여지지 않은 폭탄이 놓여져있다. 화염 또는

(분류:위험요소)

전기속성을 가진 캐릭터가 적과 전투를 벌이다 실수로 폭탄에 붙이게
되면, 대략 1.5초의 대기시간 후에 강력한 스플래쉬 데미지의 폭발이
일어난다. 물속성의 캐릭터가 폭탄이 터지기 직전 불을 끌 수 있다.

양팔저울

바운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양팔저울이 등장한다. 엘리베이터의

(분류:기계장치)

용도로 쓰이거나, 중요한 물건을 옮기는데 쓰이기도 한다. 각 저울에
물 속성타입의 캐릭터가 물을 넣어 무게를 조절함으로써 사용한다.

성냥

성냥뿐만 아니라 랜턴, 나무막대기와 화살 등 불을 붙일 수 있는 장

(분류:기계장치)

치들은 많이 존재한다. 공통적으로 일정범위만큼 주변을 밝혀주며,
목검이나 화살등과 같은 무기 붙이면 피격대상에게 불을 붙는다.

Ps. 이 5가지의 예시외에도 플레이어타입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준비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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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스템기획
1) 속성시스템 (킬러컨텐츠)
특유의 속성시스템으로 단조로운 2D액션과 퍼즐게임에 유저간의 협업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창출해낸다!

1. 역상성 데미지
각각의 고유한 속성들은 특정한 값에 상성을 가
지고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역상성인
사물이나 지역에 닿게 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
게 된다.

2. 속성에 따른 사용가능 오브젝트
캐릭터마다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지의 전용오브
젝트, 스테이지요소가 있습니다. 전기타입은 전
선, 전봇대, 스위치와 같은 전자기기에 스며들어
가 텔레포트 등이 가능하고, 화염속성은 나무나
가구들을 불태워버릴 수 있다.

3. 협동플레이와 멀티엔딩

캐릭터의 특수능력과 상성, 특화된 포지션을 적절하게 사용해 나가야한다.

각각의 개성있는 속성타입을 지닌 캐릭터들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퍼즐의 해결에 앞
서 속성타입에 기반한 협동이 가장 중요시된다! 플레이어들이 얻은 점수, 유저의 선택에 따라 이야기가 달
라진다!
-다음은 바운트에서 나올 수 있는 협동플레이의 대표적인 예시이다예) 화염과 전기속성은 물이 흐르는 곳에 가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 물, 또는 에코속성이 퍼즐해결!
수 많은 폭탄이 깔려있는 스테이지 -> 물, 에코 속성이 전투!
떼거지로 몰려오는 에코속성의 나무괴물들 –> 화염타입의 캐릭터가 전투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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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속성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롤플레잉
2D 액션어드벤쳐게임에 팀플레이와 롤플레잉을 추가한다!
각자 특화된 역할과 뛰어난 임기응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자!

왼쪽부터 순서대로 화염, 물, 에코, 전기

화염-화염과 DPS를 통한 장애물 제거 및 전투에 특화된 타입으로, 팀 내에서 주로 딜러 포지션을 맡게 된다. 후
에 각성을 통하여 기본 능력치가 대폭 상승된 푸른 불길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목검이나 활등의 무기나 횟
불등에 불을 붙여 주변을 밝히고 피격대상에 불을 붙히는 등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물-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능력으로, 스테이지 내의 퍼즐요소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물을 이용한 실
드 생성 및 대인방어 측으로 특화 되어있다. 각성 이후에는 빙결 및 눈보라 스킬이 잠금 해제 된다. 기본적으로 다
른 캐릭터들과 달리 잠수게이지가 무한이며, 식인물고기들에게 공격당하지 않는다.
에코-게임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나무, 식물줄기 등을 생성하여 갈 수 없는 곳으로 이동시켜주
거나,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 흙을 이용한 계단형성, 나무로 적이 진입하기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등 컨트롤러의
상황판단과 능력활용이 중요하다. 각성한 이후에는 돌, 바위와 골렘을 소환할 수 있게 된다.
전기- 특정 오브젝트와 스테이지요소에 전기를 흘려 넣어 진행을 돕는다. 전선이나 전봇대, 스위치 등의 전자기기
를 타고 이동할 수 있으며 빠른 이동속도를 지니기 있기 때문에 적의 시선을 끌거나 따돌리는 역할에 적합하다.
레벨이 올라 각성하게 되면 잔상이펙트와 함께 이단점프가 가능해지며, 특정오브젝트를 제외한 나머지 생명체 및
장애물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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