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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존의 핀볼 머신의 디지털 버전인 Virtual Pinball Table - Pinball Star에서 구동되는 핀볼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주인공이 복수를 위해 감옥을 탈출한다는 스토리를 핀볼 미션을 하나씩
클리어하며 진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볼을 잃지 않고 미션 클리어, 콤보, 잭팟, 배수 올리기 등의 방법
으로 고득점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2. 조작 기기 설명

게임을 하기 위해 동전이나 지폐를 넣는 곳입니다.
① 동전∙지폐 투입구
게임을 시작하고 볼을 쏘는 버튼입니다.
② 시작∙발사 버튼
③ 오른쪽 플리퍼 버튼 ⑥화면의 게임 하단에 위치한 오른쪽 플리퍼를 움직이는 버튼입니다.

④ 왼쪽 플리퍼 버튼
⑤ 흔들기 버튼
⑥ 하단 게임 화면
⑦ 상단 게임 화면
⑧ 스피커

오른쪽 플리퍼 버튼과 대칭되는 왼쪽에 위치한 노란색 버튼입니다.
⑥화면의 게임 하단에 위치한 왼쪽 플리퍼를 움직이는 버튼입니다.
볼이 위험한 상황일 때나 유리한 상황을 유지시키려고 할 때 게임필드를
흔들어 공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메인 게임 화면입니다.
게임의 진행 상태를 알려주거나 점수, 스토리를 볼 수 있는 서브 게임 화
면입니다.
게임 사운드가 나오는 스피커입니다.

3. 게임 등장인물

(1)데이빗 : 주인공.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 중이다.

(2)제인 : 데이빗의 변호사로 처음엔 그의 계획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점차 그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도움을 준다.

(3)에드워드 : 데이빗의 감방 동기. 호쾌한 성격이지만 다소 과격한 면이 있다. 데이빗이 개
인적으로 맘에 들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4)잭 폴슨 : 데이빗에게 누명을 씌운 친구가 사주하여 데이빗을 방해한다.

4. 메인 시나리오

① Title

데이빗은 누명으로 복역 중이던 어느 날 자신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죄를 뒤집
어썼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심지어 친구라 믿었던 그가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가족과 애인을 포함
한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된다.

② CALM
③ ANGER
④ FREEDOM

사실을 알고 배신감에 괴로워하던 데이빗은 이내 냉정을 되찾게 된다.
그리고 분노가 큰 만큼 분노의 힘으로 그에게 복수하기로 다짐한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 수감된 상태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다.

⑤ Jane

다행히도 자신의 결백을 믿는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변호사 제인에게
탈옥을 위한 권총을 받고,

⑥ Edward
⑦ Paulsson
⑧ Key1~3
⑨ Escape

같이 복역 중인 에드워드에게 지도를 받아 탈옥의 기회를 얻게 된다.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그의 사주를 받은 교도관 잭 폴슨을 제압하고
미로 같은 감옥을 샅샅이 뒤져 중간 문을 열 수 있는 세 개의 열쇠를 획득할 수
있었다.
마지막 문의 열쇠는 보안이 철저하게 되어 획득하기 쉽지 않아 보였지만 침착하
게 보안을 하나하나 뚫어 그 열쇠를 획득하고 드디어 복수를 위한 자유를 얻게
된다.

5. 점수 획득 방법
(1) 게임 필드 가이드

(2) 세부 설명
1)조작부

A 왼쪽 플리퍼
B 오른쪽 플리퍼
C 왼쪽 서브 플리퍼
D 볼 슈터

Pinball Star의 왼쪽 옆면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는 플리퍼로
가까이 다가온 공을 튕겨낼 수 있다.
Pinball Star의 오른쪽 옆면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는 플리퍼로
가까이 다가온 공을 튕겨낼 수 있다.
Pinball Star의 왼쪽 옆면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는 플리퍼로
A와 동시에 움직인다.
Pinball Star의 위쪽 왼편 하단 빨간색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공이
발사된다. 스타트버튼 얼마나 오랫동안 누르고 있는지에 따라서 공의
속도가 다르게 발사된다.

2)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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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점수 10,000점
-콤보와 잭팟이 가능하다.
-네 번 돌면 CALM 글자 모두 불이 켜지고 보너스 점수 150,000점
을 획득 할 수 있다.
CALM 궤도
-회전 길(4)이 가로 위치에 있을 때 궤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길이 끊겨 있을 땐 길이 끊긴 위치에서 공이 아래로 떨어진다.
-길이 끊겨 있을 땐 콤보와 잭팟이 불가능하다.
-메인미션 시작지점이다.
-기본점수 10,000점
-콤보와 잭팟이 가능하다.
ANGER 궤도
-다섯 번 돌면 ANGER 글자 모두 불이 켜지고 보너스 점수
200,000점을 획득 할 수 있다.
-회전 길(4)이 세로 위치에 있을 때 과녁 미니게임 입구(5)와 이어
중앙 궤도
진다.
-기본 가로상태에 있다.
-가로상태는 CALM 궤도(1)를 온전하게 이어준다.
-제인 싱크홀(10), 에드워드 싱크홀(11), 잭 폴슨 싱크홀(12)을 각각
회전 길
한 번씩 넣으면 세로상태로 변하고 40초 뒤에 다시 가로상태로 돌
아간다.
-세로상태는 중앙궤도(3)와 과녁 미니게임 입구(5)를 잇는다.
-회전 길(4)이 세로상태일 때 중앙 궤도(3)과 이어진다.
과녁 미니게임 입구
-과녁 미니게임에 도달하여 열쇠를 획득 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기본점수 12,000점
-콤보와 잭팟이 가능하다.
-일곱 번 돌면 FREEDOM 글자 모두 불이 켜지고 보너스 점수
FREEDOM 궤도
500,000점을 획득 할 수 있다.
-이곳에 공이 느린 속도로 진입하면 궤도를 돌고, 빠른 속도로 진입
하면 미로 미니게임 입구(7)로 진입하는 문이 열리면서 미로 미니
게임에 도달하게 된다.
-FREEDOM 궤도(6)에 공이 빠른 속도로 진입하면 이곳으로 진입하
미로 미니게임 입구
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

콤보와 잭팟

-다른 곳에 부딪치지 않고 10초 안에 CALM 궤도(1), ANGER 궤도(2), FREEDOM 궤도(6)에 연
속으로 공을 넣으면 콤보 점수가 올라가고 4번째에 잭팟이 터진다.
-콤보는 두 번째부터 기본점수*N번째로 보너스 점수를 얻는다.
-잭팟이 터지면 1,000,000점을 획득할 수 있다.
-잭팟이 터지면 10초 동안 궤도가 아닌 다른 오브젝트를 치더라도 그 오브젝트의 10배의 점
수를 획득할 수 있다.
-콤보를 계속 유지하는 한 잭팟 상태는 지속된다.
-잭팟 상태에서 콤보가 유지되면 잭팟점수*N번째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미로 미니게임

-상단 게임 화면에 출력
-기본점수 10,000점
-FREEDOM 궤도(6)에 공이 빠른 속도로 진입하면 미로 미니게임 입구(7)가 열리면서 이곳에
도달할 수 있다.
-제한시간 30초 내에 세 곳에 위치한 싱크홀 중 한 곳에 공을 넣으면 엑스트라볼을 획득할
수 있다.
-이 곳에 진입하기 전에 선결 메인미션을 마치고 진입하면 메인미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인미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파랑, 노랑, 빨강 싱크홀에 각각 한 번씩 공을 넣어야
한다.
-획득한 엑스트라볼은 엑스트라볼 저장소(16)에 저장되며 엑스트라 외곽길(18)을 네 번 지나
면 저장된 만큼의 엑스트라볼을 꺼내어 쓸 수 있다.
-엑스트라볼은 최대 3개까지 저장 가능.
과녁 미니게임

-상단 게임 화면에 출력
-기본점수 12,000점
-원형으로 배치된 과녁 장애물의 점수는 10,000점
-회전 길(4)를 세로상태로 만들어 중앙궤도(3)를 올라 과녁 미니게임 입구(5)에 도달하면 진
입할 수 있다.
-원형으로 배치된 과녁 장애물을 모두 쓰러뜨리면 숨겨져 있던 열쇠 과녁이 올라와 쓰러뜨
릴 수 있다.
-선결 미션을 마치고 이곳에 진입하여 열쇠 과녁을 쓰러뜨리는 것이 메인미션의 마지막 단
계. 300,000,000점을 획득 할 수 있다.

-선결 메인미션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진입할 수 있으나 보다 적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100,000,000점을 획득 할 수 있다.
-맵의 양 사이드에 있는 Lit ball동굴에 공이 들어가면 Lit ball 상태가 되어 공에 불이 붙는
다.
-Lit ball상태는 공을 잃기 전까지 유지 된다.
-Lit ball상태일 때 모든 점수를 2배로 획득할 수 있다.

3)게임 요소

8 슬링샷

9 스펠트리거

10 제인 싱크홀

11 에드워드 싱크홀

12 잭 폴슨 싱크홀
13 범퍼 싱크홀
14 범퍼

15 교도관
16 엑스트라볼 저장소
17 드럼통

18 엑스트라 외곽길

19 스피너

-기본점수 1,100점
-게임 필드 하단 플리퍼 위쪽에 대칭으로 2개 위치해 있다.
-중앙 쪽 면에 닿으면 볼이 강한 힘에 의해 튕겨져 나간다.
-15번 당 한 번 10배의 점수를 얻는다. (11,000점)
-기본점수 1.100점
-공이 아래쪽으로 굴러 떨어지는 5개의 길에 위치해 있는 트리거로
각각의 해당 위치의 알파벳을 켤 수 있다.
-AGAIN 알파벳을 모두 켜면 Shoot Again기능이 켜지면서 볼을 잃
더라도 한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기본점수 7,000점
-회전 길(4)를 움직이기 위한 세 개의 싱크홀 중 하나.
-선결 메인미션을 진행하고 진입하면 다음 메인미션을 진행할 수
있다.
-기본점수 3,000점
-회전 길(4)를 움직이기 위한 세 개의 싱크홀 중 하나.
-선결 메인미션을 진행하고 진입하면 다음 메인미션을 진행할 수
있다.
-이곳에 공을 넣으면 제인 싱크홀(10)에서 공이 나온다.
-기본점수 15,000점
-회전 길(4)를 움직이기 위한 세 개의 싱크홀 중 하나.
-선결 메인미션을 진행하고 진입하면 다음 메인미션을 진행할 수
있다.
-이곳에 공을 넣으면 범퍼 싱크홀(13)에서 공이 나온다.
-기본점수 30,000점
-기본점수 1,520점
-공을 튕겨내는 범퍼가 5개 모여있다.
-범퍼 10번당 2배수씩 오른다.
-최대 10배수까지 오른다.
-배수는 범퍼에서만 적용된다.
-기본점수 11,000점
-잭 폴슨 싱크홀(12)을 막고 서 있는 장애물로 3개가 배치되어 있
다.
-미로 미니게임에서 싱크홀에 성공적으로 공을 넣으면 얻을 수 있
는 엑스트라볼이 저장되는 장소다.
-기본점수 1,000점
-이곳에 공이 들어가면 3초뒤에 빠른 속도로 공을 발사한다.
-엑스트라 외곽길을 몇 번 돌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불빛이 있다.
-기본점수 10,000점
-외곽길이다.
-4번 돌면 저장되어 있는 엑스트라볼을 꺼내어 쓸 수 있다.
-왼쪽 입구와 오른쪽 입구 어느 곳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다.
-기본점수 100점
-외곽길에 진입하여 공이 닿으면 회전하는 문이다.
-한바퀴 돌 때 마다 100점씩 얻는다.

3)이벤트
1. Save Ball
-공을 너무 빨리 잃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5초)
-자동으로 발사한다.
-스펠트리거(9)의 AGAIN 글자를 모두 활성화 시키면 얻을 수 있다.
2. Kickback
-스펠트리거 양쪽 외곽의 A와 N위치에 공이 들어갔을 때 공을 구해주는 이벤트다.

-A위치의 Kickback을 활성화 시키려면 ANGER 궤도(2)를 세 번 돌아야한다.
-N위치의 Kickback을 활성화 시키려면 FREEDOM 궤도(6)를 세 번 돌아야한다. 미로 미니게임
진입은 포함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