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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ow-Poly는 비교적 적은 수의 Polygon을 가진 3D Computer Graphics의 Polygon Mesh이다. 본 논문의 VR

ㆍPC 기반 어드벤처 게임 ‘하늘섬의 비밀’ 에 이러한 Low-Poly 그래픽이 적용되어 비현실적이고 감성적인

스토리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극대화 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Low-Poly 그래픽은 VR 게임에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괴리감과 이로 인해 오는 어지러움을 줄이고 사용자의 몰입도를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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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9년 11월부로 발생한 코로나 19(Covid - 19)

펜데믹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Verizon에서 온라인 게임의

사용량이 75% 늘었다고 발표했다(Delotte, 2020)[1].

따라서 구글 설문조사 시트를 통해 ‘게임 선호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참여한 117명의

응답에 따르면 새로운 어드벤처 게임 출시를 기대하는

인원이 약 90%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스토리 VR 어드벤처 게임에 바라는 점을 묻는 항목에

대한 답변으로 그래픽의 방향성에 대한 명확성을

구축할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스토리의

치밀한 기승전결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하늘섬의 비밀’은 마인크래프트

내의 게임인 ‘하늘섬의 비밀’의 스토리를 각색하여

Low-Poly 그래픽과 Npc와의 상호작용을 가미하여

원작과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독자적인 스토리형

어드벤처 게임으로 재탄생시켰다.

‘하늘섬의 비밀’은 유튜버 ‘마인애플’이

2014년도에 마인크래프트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이다.

이 게임은 탄탄한 스토리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어드벤처 게임으로써 인정받았고 이런 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원작자의 허가를 받아 스토리를 각색하여

Unity3D 엔진 기반으로 2차 창작하였다.

2. 본론

2.1  ‘하늘섬의 비밀’ 스토리와 Low-Poly의 연관성

‘하늘섬의 비밀’은 3부작으로 이루어진

스토리이다. 1부는 사형수인 주인공 ‘잭’이

감옥에서 탈옥한 뒤, 자신의 목표인 하늘섬으로 가기

위해 사령의 시험을 통과한다. 2부는 하늘섬에 도착한

‘잭’이 등장 인물 ‘루나’와 함께 마녀

‘이리아’를 물리친다. 3부는 또 다른 등장 인물

‘루빗’과 함께 하늘섬의 비밀을 알아내고 하늘섬의

주인인 ‘아네스’로부터 도망친다. 이 스토리 게임은

비현실적이며 신비롭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Low-Poly는 비교적 적은 수의 Polygon을 가진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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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Graphics의 Polygon Mesh이다. Mesh의

Polygon 수가 적으면 성능을 최적화하는데

용이하다[2]. 이런 Low-Poly Graphics는 실사와

비슷한 High-Poly Graphics와 비교했을 때

비현실적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적은 폴리곤 수에서

느껴지는 아날로그함이 특유의 향수를 자극해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게임 스토리와 그래픽은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에게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3]. 이런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하늘섬의

비밀’ 스토리에 Low-Poly Graphics를 가미하여 게임

속 특유의 비현실적이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2.2 ‘하늘섬의 비밀’의 3D Model에 적용된 Low-Poly

Graphics

3D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많다. 이러한 소모를 줄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Blender라는 렌더링 엔진을 사용한다[4].

Blender는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독자적인

렌더링 기능과 다양한 Sculpting 기능을 지원하고

node형식의 shading 모드를 포함한 여러 기능들을

지원하여 3Ds Max, Maya 등을 이은 3D Modeling

프로그램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Blender에서 Low-Poly로 Modeling하여 FBX형식으로

Export한 뒤 Unity 3D 엔진에 Import하였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 게임 내

아이템, 전체적인 맵 그리고 게임 내의 캐릭터들을

Blender에서 Low-Poly 그래픽으로 모델링 하였다.

(그림 1) ‘하늘섬의 비밀’아이템 사진

(그림 2) ‘하늘섬의 비밀’ 1부 맵 사진

(그림 3) ‘하늘섬의 비밀’캐릭터 사진

2.3 Low-Poly와 
VR과의 상관관계

VR기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플레이 할 때, 그래픽이

실사와 비슷하면 멀미를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5]. 그 이유는 가상세계에서 현실적인 걸 보게

되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

생기는 괴리감 때문이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는

Low-Poly Graphics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High-Poly Graphics에 비해 멀미가 오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단순하지만 감성적인 Low-Poly 그래픽이 VR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의 어지러움증을 해소함으로써, 높은

품질의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고 게임의 몰입도를 높여

플레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 ‘하늘섬의 비밀’VR 작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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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Low-Poly Graphics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ㆍ개발한 끝에

‘하늘섬의 비밀’은 국내 게임 시장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LowPoly 그래픽 기반의 스토리 어드벤처

게임으로 제작되었다. 비현실적이며 신비로운 게임

스토리와 결합해 분위기를 증폭시켜주는 효과와, 게임

성능이 최적화되는 효과, 소비자가 원하는 그래픽의

명확하고 통일된 방향성을 발현하는 효과, VR 버전

플레이 시에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인 어지러움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하늘섬의 비밀’은

설문조사와 트렌드에 따른 소비자 니즈에 맞춰 명확한

목적을 두고 게임에 Low-Poly Graphics를 사용했을

때의 효과 증진을 위해 연구하였기에 유저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특별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게임으로

개발되었다.

더 나아가, 추가적인 성능 최적화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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