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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3D는 게임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임 엔진 중의 하나이다.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쉽고 간편하게 개발 할 

수 있고, 또한 개발비를 절약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플랫폼 지원으로 인해 iOS(iPhone Operating System) 
환경, 안드로이드(Android) 환경에 맞도록 최적화 하여 플랫폼 전환도 가능하다. 본 논문은 유니티3D에서 강점인 

NGUI(Next-Gen UI)의 사용방법과 설계에 대한 방법을 통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키워드: 유니티(Unity),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게임(Game)

I. 서 론

유니티3D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틀라

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NGUI 설계의 기본 구조는 아틀라

스 간의 깊이 규칙이며, 아틀라스의 깊이를 명시하여 NGUI를 설계

해야 한다. 아틀라스와, NGUI 설계에 대하여 논한다.
 

II. 본 론

2.1. 아틀라스

아틀라스는 게임 개발에 필요한 2차원 이미지들을 쉽고 편하게 

제어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그것을 텍스쳐로 

변환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림 1.과 같이 만든 이미지들의 묶음이

라고 정의 할 수 있다.[2] 드로우 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미지 

리소스를 아틀라스로 만들고 아틀라스를 활용하여 한 장의 이미지

를 드로우 콜 한다. 많은 UI 리소스를 한 장으로 생성하여 드로우 

콜이 늘어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그림 1. NGUI 아틀라스 텍스쳐[1]

Fig. 1. NGUI atlas text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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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3D는 기본 3차원 게임 엔진으로, 메트리얼을 이용하지 2
차원 이미지를 바로 적용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자체 GUI 
텍스쳐 속성을 제공하지만, 많은 드로우 콜을 발생 시키고, 이 과정

에 불편한 부분이 많다. 
NGUI를 사용하는 과정에는 유니티3D의 본질적 텍스쳐 사용법

인 2차원 텍스쳐를 3차원 메트리얼에 적용하여 사용 한다.

2.2. NGUI UI 설계

NGUI UI 설계에서는 깊이(Depth)[3]와 3차원 Z값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2차원 공간의 개념으로 하나의 UI 패널(Panel)[4]을 

생성하고, 패널 안에 여러 가지 NGUI 요소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경우 깊이와 Z값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렌더링 순서에 의해서 화면

에 출력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패널 아틀라스 스프라이트 깊이 Z 값
출력 

순서

패널

A

아틀라스

A

스프라이트A 1 0 1

스프라이트B 0 0 2

패널

B

아틀라스

A
스프라이트A 0 -1 1

아틀라스

B
스프라이트B 0 0 2

패널

C

아틀라스

A
스프라이트A 0 0 3

아틀라스

A
스프라이트B 1 0 2

아틀라스

B
스프라이트C 0 -1 1

패널

D

아틀라스

A
스프라이트A 0 0 1

아틀라스

B
스프라이트B 0 1

출력 

안 됨

아틀라스

A
스프라이트C 0 2 1

표 1. 아틀라스 스프라이트 렌더링 순서

Table 1. Atlas sprite rendering order

설계에서의 아틀라스 기본 출력순서 규칙은 표 1.에 정리하였다. 
Z값 위치는 마이너스일수록 상위에 출력한다고 명시하겠다. 동일 

아틀라스를 사용하는 스프라이트는 Z값에 상관없이 깊이 순으로 

출력된다. 
패널 안에 스프라이트A와 스프라이트B가 같은 아틀라스로 있을 

경우 Z값에 상관없이 깊이 순으로 출력된다. Z값에 상관없다고 하여

도, 다른 아틀라스와 겹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Z값을 

0으로 초기화 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서로 다른 아틀라스를 사용하

는 스프라이트는 Z값을 기준으로 출력한다. 아틀라스A의 스프라이

트와 아틀라스B의 스프라이트가 있을 경우 깊이와 상관없이 Z값이 

마이너스 일 경우 상위에 출력한다. 
동일한 아틀라스를 사용하는 스프라이트 1개의 Z값이 상위일 때 

모든 스프라이트가 상위에 출력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력순서를 규칙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III. 결 론

앞서 설명한 개발 방법을 이용하여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적절

하게 적용하면, 다양한 장르의 게임에 쉽고 간편하게 개발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디바이스(Device)의 성능을 최소화 하고 리소스

가 출력되지 않는 상황을 예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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