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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논문에서는 먼 3인칭 슈 게임의 주요한요소들을 분석하고 이어게임의 다른장르 방식인롤

잉 게임을 융합하여 출시한 새로운 게임방식의 시도 조사하 다, 이를통하여우리는다양한 기술 콘텐츠를 융합

하여 게임을 설계하고 게임을 직 구 하여 재미요소를 증가시키기 한 방법을 제안하 다. 한 모바일 환경으

로의 손쉬운 목을 하여 비용을 감하고 유연한 확장성을 갖춘 설계 방법을 제시하 다.

• 주 어 : 3인칭 슈 게임, 게임 설계, 액션(Action), , 콘텐츠, 모바일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the main aspects the aspects of the Third-person shooting game and

then investigates the released TPS games which are integrated with Role-playing game types of genres.

Then we propose the technical points in designing and developing of the integrated action games to

increase the immersion in playing the games. Also we propose the artifice in order to cut down the cost

and enhance the portability to the mobil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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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일반 으로 1인칭 슈 (FPS, First Person Shooter)

장르의게임은캐릭터의시 과카메라시 이일치하기

때문에, 이어가 조작하는 캐릭터의 모습이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3인칭 슈 (TPS, Third

Person Shooter) 게임은 카메라의 시 을 캐릭터 등 뒤

쪽에 두기 때문에 캐릭터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3인칭 슈 게임은 1인칭 슈 게임과는 다르

게, 조작하는 캐릭터의 움직임이 잘 보인다는 특징이 있

다. 그 기 때문에 3인칭 슈 게임은 ‘ 을 쏴서 맞추는

것에 충실한’ 1인칭 슈 게임보다 캐릭터를 조작하는

‘액션’(Action)이 좀 더 강조되는 모습을 보인다[1].

‘액션 RPG’는 롤 잉 게임(RPG, Role Playing

Game) 장르 안에서도 유독 액션을 강조하거나, 주요 특

징으로 내세우는 장르를 말한다.

RPG는 기본 으로다양한몬스터(Monster)들이나

들과의 투가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통

RPG 안에서 투는어디까지나이야기를만들어가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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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부가 인 요소일 뿐이었다. 실제로 창기 컴퓨터

용 RPG 작품으로 손꼽히는 여러 작품들을 살펴보면

부분 투나 액션의 비 이 높지 않았다.

액션 RPG는 바로 이 투에 을 둬서, RPG의 다

른 여러 요소들 에서도 유달리 액션성을 강조한 장르

를 말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액션성이란 시 에 따라

요구하는것이조 씩 다르기때문에, 딱히 ‘이정도 액션

을 보여줘야 액션 RPG로 인정한다’ 같은 명확한 기 은

없었다[2].

TPS게임은 주로 총을 발사하는 슈 게임 형식으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RPG를 목시킨 장

르로 출시가 되고 있다. 를 들면, NC소 트의 ‘블 이

드 앤 소울’ 이란 게임은 액션 RPG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으면서 TPS의 시 과 액션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성

장하는 즐거움과 화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제작

되어있다. 본 논문은 TPS라는 장르의 게임에 RPG 장르

를 목시켜서 얻게 되는 장 이 무엇인지를 제안하기

한 것으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구배경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유리가 설계 개발한 게

임의설계 구 을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게임의

서비스를설명하고, 5장에서는 결론 기 효과를 기술

한다.

2. 연 경

본장에서는 TPS게임의특징과 RPG를 목시킨게임

의특징과장 , 그리고 표 인 TPS 게임의 를살펴

본다.

2.1 TPS 게  과 특징

TPS 게임에 새로운 장르를 목시킨 게임은 넥슨 사

의 ‘사이퍼즈’라는 게임에서 시작되었다. 사이퍼즈는 일

반 인 TPS게임이지만 AOS라는 장르를 목 시켜 새

로운 형식의 게임방식을 탄생시킨 게임 하나이다.

AOS게임의 표 인 게임으로는 LOL(League of

Legends)이 있는데, LOL에 TPS장르를 목시키고보니

화려한 액션과 다양한 술 이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 다음으로 RPG를 목시킨 게임은 NC소 트사의 ‘블

이드 앤 소울’이다. 흔히 ‘블소‘라 불리우는 이 게임은

액션 RPG장르에 TPS요소를가미한게임이다. 일반 인

RPG게임에는 에이 시스템을 두지 않는다. 타겟을 지

정하면 이어의캐릭터가타겟을공격하는모션을취

하게되는형식이지만, 블소는 3인칭시 에에이 시스

템을 넣고, 에이 에 맞춰 검을 휘두르면 타겟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 장르는 자유도가 높고 화려한 액션 이

와직 투하는듯한느낌을가질수있어서굉장히신

선한 게임설계의 한 요소이다[3].

2.2 TPS 게  

3인칭 슈 게임의 표 작품을 꼽는다면 [맥스페인

(Max Payne)] 시리즈가아닐까생각된다. 독특한이야기

개는물론이거니와 화매트릭스에서 감을받은슬

로우모션효과인 ‘불릿타임이펙트’를 도입해좋은평가

를받았다. 콘솔게임기엑스박스 360으로발매된바있는

‘기어즈 오 워(Gears Of War)’ 시리즈도 TPS 표 게

임이라할수있다. 이후 ‘바이오해 드’ 시리즈나툼 이

더시리즈도어깨 머시 의 3인칭게임으로게이머들

의 뇌리에 남아 있으며, ‘데드 스페이스(Dead Space)’ 시

리즈도게이머들에게신선한 충격을줬다[4,5]. TPS게임

에 RPG요소를가미한 게임으로는 NC소 트사의 ‘블

이드 & 소울’이 있다. 이 게임은 3인칭 시 으로 이

하는 RPG이고, 일반 인 TPS게임에서의 슈 액션보다

더욱 액션 인 측면을 강화 시킨 게임이다.

[Fig. 1]‘MAX PAYNE’screen

3. 게  주   계

본장에서는먼 TPS게임의 요요소들을살펴보고,

추후에 TPS게임을기획하는데필요한 요요소들의기

술을 살펴본다.

3.1 게  시스템 도

TPS게임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요 요소에는,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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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시 , 캐릭터, , 인터페이스, 아이템등이있다. 이요

소들은게임을진행하는데있어서스토리를진행하고

이어를성장시키는데도움을주는요소들이다[6]. 단순

한 투만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콘텐츠를 추가하여

이하는데 있어서 즐거움을 더해 수 있다.

   

[Fig. 2] flow diagram of the game

3.2 TPS 게  주  계  분

(1) 카 라 시

게임을 이 하는데 있어 카메라의 시 은 게임의

몰입도를 좌우하게 된다. 1인칭인지 3인칭인지, 모든 화

면을 볼수있는시 인지에따라서 게임 이에 향

을끼치기때문이다. 본게임에서는 3인칭시 을사용한

다.

(2) 캐릭터

게임에서 가장 돋보여야 할 존재는 단연 캐릭터이다.

RPG와 TPS가 조합되면캐릭터의액션 이가화려하

고 생동감 넘쳐야 게임 몰입도가 높아지고 재미를 느끼

게 되기 때문이다[7]. 그러므로 캐릭터는 세세한 움직임

부터스킬을사용하는모션까지완벽히구 되어야한다.

(3) 봇(bot)

(Bot)이란멀티 이(Multi Play) 용의게임. 혹

은멀티 이게임모드(Game Mode) 등에서등장하는

인공지능 이어를 말한다.

(4) 터 스

이어는게임을하면서 이어캐릭터의상태를

확실히 알아야 게임의 진행을 잘 알 수 있다. 그러기

해서는 이어의 UI를명확하고간략하게표시하여게

임 진행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5) 아 템

게임 이 캐릭터의 상태를 지속 으로 는 일

시 으로증가 는감소시키는아이템을설정하여게임

진행에 도움 는 방해를 통하여 집 도를 증가시키고,

성장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

(6) 몬스터 AI

TPS 게임을 제작하면서 가장 요시 한 기술은 몬스

터의 AI이다[8]. 몬스터는 인공지능을 구 시켜 자신의

의지 로 캐릭터를 찾아와 공격하거나 도움을 수 있

도록해야한다. 게임 내의 NPC나 몹(mob)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 몬스터가 랜덤한 치에서 생성되

는 기술도 요하다[9].

4. 게  현  비스

3인칭시 으로게임을구성하여주된구 방법과기

술로는 캐릭터, 몬스터 AI 와 생성, 맵, 아이템, UI 등이

있다. 이번 장에서는 본 게임 내의 요 요소와 사용된

기술들을 토 로 게임을 구 한 것에 해 설명한다.

4.1 캐릭터

캐릭터는 3인칭 시 으로 하여 뒷부분이 보이도록

설정을하 고, 카메라는뒷부분을 바라보며상하좌우로

움직이도록 설정 하 다[10,11]. 키보드의 키 ‘WASD’로

앞뒤좌우로 이동할 수 있게 설정하 고, 마우스로 총을

발사하고 장 하는 것을 설정하 다.

[Fig. 3] UI mini-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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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몬스터 AI  생

몬스터 AI는 유니티3D 로그램 내의 네비게이션 시

스템을 활용, 몬스터의 경계 범 내에 캐릭터가 침범하

게 되면 캐릭터를 따라가 공격을 하게 된다.

[Fig. 4] Algorithm of the Monster Behavior

범 를설정하고범 에서의몬스터애니메이션도따

로 지정해 놓았다[12,13]. 한 캐릭터에 의해 몬스터가

괴되면, 지정해놓은 치로 랜덤하게 몬스터가 재 생

성되어배치된다. 이 때, 생성되는몬스터는방 괴된

몬스터이며, 재생성 되었을 때 능력치가 더 높아져서 생

성된다. 아래코드는 에서설명한몬스터AI 기능을컨

트롤하는 핵심 부분을 기술하고 있다.

[Fig. 5] AI engine of the Monster

4.3 맵

맵은 미로형식으로 구 되어 있다. 원래는 활한

원형식이었으나, 맵에안개시스템을넣고, 그 안에서맵

을 탐험하고 발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 다. 그 안에서

이어는 최종목표를 도달하여 스테이지를 클리어 하

는데 의의를 두게 된다[14]. 한 맵 상의 워 게이트를

구 하여, 미지의 치로 캐릭터가 워 되어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 하 다.

[Fig. 6] map of the game

4.4 아 템

아이템은총 4가지형태와기능으로구성되어있는데,

체력회복아이템, 탄창개수증가아이템, 공격속도 공

격력 증가 아이템, 이동속도 증가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다[15,16]. 아이템들은 캐릭터에 닿게 되면사라지면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증가시킨다.

[Fig. 7] items of the game

4.5 캐릭터 UI

캐릭터의 이 상황과 상태를 표시해 다. 재

이어의 스코어, 공격력, 공격속도, 이동속도, 탄창 수

등을 화면에 표시해 다[17,18]. 이는 아이템을 먹었을

때, 몬스터를 괴했을때 실시간으로화면에 리셋되며,

게임이 끝났을 때 최종 으로 게임 결과를 도출하게 된

다[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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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미니맵

캐릭터가 이 하는 도 자신의 치와 주요건물,

워 시스템을 알려 주기 한 시스템이다. 맵 특성상 미

니맵에도 정확한 길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맵 상의 캐릭

터의 치를표시하도록되어있다[19]. 미니맵상의캐릭

터는 으로표시되며, 다른구조물들도이와같다. 캐릭

터가 이동함에 따라서 도 이동하며, 구조물들이 괴

되면 미니맵 상에서도 제거 된다

4.7 게  비스

제작한 게임은 PC버 으로 구동이 가능한 게임이다.

그래픽 한 PC버 에 맞게 설정되어 있으나게임의 특

성상총을발사하는범 가수평축을기 으로좌우로만

발사되도록 설계하여, 한 맵도 유연한 설계로 확장성

을도모하여 손쉽게 모바일에 목시킬수있도록하

다[22].

5. 결론  기 효과

본 논문에서 TPS 게임에 RPG게임의 요소를 융합시

켜 설계 구 한 게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캐릭

터를성장하는재미와함께역동 인움직임으로화려한

액션을 즐길 수 있게 하 으며. 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을 사용하여 몬스터가 이어를 쫒아오는 것과 같은

긴장감을느낄수있게하 다. 아울러 RPG의사냥재미

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설계 구 하 다. 그리고 게임

의맵 한 분리된 미로형식으로구성되어있어유연한

확장성을도모할 수있도록 게임설계개발의 방향을 제

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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