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2014. 7)

489

공포게임 속 사운드 연출에 따른 플레이어 반응 설계
문지윤*, 박윤서*,오채원*,김고운*,박재아*,김현진*,신유라*,이건주*,인선*

강명주**.박찬일**,이종원**,오현주**,김상중○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전공

e-mail: {robe123kores, lanlan_77, k4242564, hello_caiman, cillag7, mohmoj, smsy2002, igeonju, 
dlstjs1532}@naver.com*

{mjkkang, cipark, jongwon, okong}@ck.ac.kr**, go51@ck.ac.kr○  

Design of  the Player's Response According to the Type 
of Sound Direction in the Horror Game

Ji-Yoon Moon*,Yoon-Seo Park*,Chae-Won Oh*,,Go-Un Kim*,Jae-A Park*, 
Hyeon-Jin Kim*,Yu-Ra Sin*, Geon-Ju Lee*, Sun In*

Myung-Ju Kang**,Chan-Il Park**, Jong-Won Lee**, Hyoun-Ju Oh**, Sang-Jung Kim○

*○**Dept. of Game,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전공 2014학년도 졸업 작품인 ‘사이코메트리(Psychometry)’ 게임 내에서 등장하는 연

출용 이펙트 사운드에 따른 플레이어의 반응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도출한다. 이 테스트 결과에 따라 플레이어가 게임을 플레

이하면서 가장 자극을 받는 이펙트 사운드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연구하고 추후 개발에 적용하여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에게 사

운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게임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키워드: 공포 게임(horror game), 사운드 연출(sound direction), 게임 설계(game design) 

I. 서 론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 즉, 플레이어(Player)들은 늘 게임을 

만든 개발자(Developer)의 생각과 의도와는 반대로 움직이곤 한

다. 특히 공포게임의 경우 그 움직임이 더한데, 게임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사운드가 그 동작을 더욱 빈번하게 만든다. 게임의 

장르 중 하나인 공포게임은 공포(Phobia, Horror)라는 특정한 사

물이나 상황에 대해 극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비이성적

인 두려움과[1] 규칙을 정해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인 게임

(Game)이[2] 조합된 것인데 이것에 한 작품의 사상적 예술적 의

도를 창조적인 활동에 의하여 통일된 표현으로 이끌어가는 작업과

정을 뜻하는 연출(Directing)[3] 중 하나인 사운드가 더해져 플레

이어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이다. 로제 카이와의 ‘놀이와 인

간’에서 거론되는 일린크스(Ilinx)와 미미크리(Mimicry), 아곤

(Agon.경쟁), 아레아(Area.운)라는 규칙과 의지에 따라 분류하는 

놀이영역이 있는데, 여기서 공포게임은 경쟁과 운이 아닌 현기증

과 모의가 주를 이루는 탈 규칙의 놀이영역에 해당된다.[4] 윤장원

(2008)은 공포게임에서 배경음악은 분위기를 더욱 음산하고 두렵

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효과음은 적절한 시기에 그래픽

과 함께 플레이어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의식을 관능적인 현기증

의 상태로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일린크스적 공포요소의 역할

을 하며[5], 주변의 배경요소를 청각적으로 사실감 넘치게 묘사함

으로 다른 무엇인가를 모방하여 마치 그것이 본인인 것처럼 행동

하는 게임의 미미크리적[6] 가상성을 도와준다고 말하였다.[7] 그
렇게 사운드는 플레이어에게 시각적 정보보다 종종 더 빠르고 직

관적으로 인지되며, 모든 방향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특성을 지

닌 만큼(박선영.2010)[8] 들릴 듯 말 듯 하면서도 자극적인 사운

드는 공포게임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게임의 화

면에 현실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해온 사운드는 보조적 요

소로만 치중되며 그래픽의 변화에 비해 눈에 띄지 않아 그 발전이 

상대적으로 느렸으나(최종윤.2008)[9] 위와 같은 특성과 함께 눈

에 들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모든 개발자들은 이 사운드에 집중을 

한다. 
이번에 졸업 작품으로 개발한 게임의 제목인 ‘사이코메트리

(Psychometry)’는 시계나 사진 등 특정한 인물의 소유물을 만짐

으로서, 그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읽어내는 심령 행위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이코메트리(Psychometry)를[10] 소재로 만든 공포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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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운드에 치중을 하였는데, 이 사운드가 플레이어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공포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통

해 플레이어가 가장 놀라는 부분에 대한 실험을 거치게 되었다.

그림 1. 게임‘사이코메트리(Psychometry)’ 메인화면

Fig 1.‘Psychometry’ Game’s Main Scene

II. 연구 방법

연구기간 : 2014.06.04.~2014.06.06.
테스트일자 : 2014.06.05.
이펙트 사운드 제작 프로그램 :
Vegas Pro 11.0 , Sound Forge Pro 10.0
컴퓨터에 최신 빌드 파일(게임 내 데이터만 담은 가벼운 용량의 

게임 실행 파일)을 깔아놓고 남, 여 각각 5명씩, 17세부터 25세까

지의 10명의 테스터들을 한번에 5명씩 앉힌 뒤 게임을 플레이하

도록 하고 플레이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네 가지 구간을 통과하면

서 나오는 반응들 중 놀라는 반응이 가장 큰 구간을 도출한다.
연구 이후에 결과 도출 및 실제 게임 개발에 적용하기 쉽도록 

가장 효과적인 구간 네 곳만 정하였으며 이 구간들은 배경음이 아

닌 이펙트 사운드로 플레이어를 놀라게 하며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의 연출용 이펙트 사운드가 들어간 구간들로만 구성하였다.

구간 위치

A
튜토리얼(Tutorial) 방을 빠져나온 직후 다음 방에서 

들리는 여자 울음소리

B
사이코메트리(Psychometry) 맵 진행 중 들리는 여자 

비명소리

C
사이코메트리(Psychometry) 맵을 빠져나온 후 복도를 

지나면서 들리는 고양이 소리

D
인신매매범1의 출현 시에 멀리서부터 들리는 쇠파이프 

긁는 소리

표 1. 연출용 이펙트 사운드 테스트 구간

III. 본 론

위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 결과 아래 표

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가장 반응이 강했던 구간과 약했던 구간으로 나누었으며 반응

이 비슷했던 구간들이 있었으나 깔끔한 결과를 위하여 테스트 이

후 플레이어들에게 플레이 후기를 들으며 비슷한 반응의 구간들 

중 더 공포심을 느꼈던 구간에 대한 의견을 들어 결과를 내었다.

플레이어 반응이 강한 구간 반응이 약한 구간

A A C

B B D

C B C

D B C

E B D

F A C

G D D

H B C

I B C

J A D

표 2. 연출용 이펙트 사운드 테스트 구간 결과

순위 구간

1 B

2 A

3 D

4 C

표 3. 연출용 이펙트 사운드 테스트 구간 결과 순위

1.구간별 반응

1.1 A구간

튜토리얼 방을 빠져나온 직후 복도를 지나던 와중 갑자기 튀어

나오는 여자 울음소리에 놀람.
복도로 나서자마자 보이는 어두운 난간 너머와 끝이 보이지 않

는 복도 끝에 무엇이 튀어나올까 두려워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여자 울음소리에 놀랐다고 하였다.

1.2 B구간

A구간과 비슷하게 갑자기 주변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사이코메

트리(Psychometry) 맵을 진행하면서 혼란스러운 와중에 더해지는 

비명소리가 굉장히 자극적이었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1.3 C구간

날카로운 고양이 울음소리는 충분히 놀랄만한 요소였으나 타게

임에서도 많이 쓰여 익숙하게 듣던 음이었고, A구간과 B구간에 

비하면 많이 약했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 D구간보다 약하게 느

꼈던 경우는 D구간은 놀람과 더불어 무언가 다가오는 공포심을 

주어 긴장감을 크게 느꼈으나 C구간은 단순하게 놀라게 만들 뿐

이어서 덜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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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구간

D구간에서 놀란 플레이어의 경우는 쇠파이프 긁는 소리에 놀랐

다기보다는 그에 따라 다가올 상황 때문에 두려운 반응을 보였다

고 하였다. 그 외의 플레이어들은 긴장만 되었을 뿐 역시 C구간과 

마찬가지로 A구간과 B구간에 비해서 큰 공포심을 느끼지는 못했

다고 하였다.

IV. 결 론

 진행했던 연구에서 가장 반응이 강했던 구간은 B구간이었으며 

그 뒤로 A-D의 순서가 이어졌고, 반응이 약했던 구간은 C구간 6
명으로 D구간은 4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응이 좋았던 B구간과 A구간의 공통된 요소는 ‘바뀐 주변 상

황’이었다. 갑자기 바뀐 환경에 불안해하며 이에 적응하기도 전에 

튀어나온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것이 반응들의 이유였다.
단, C구간의 경우는 타 게임에서도 많이 쓰이던 익숙한 고양이 

소리임과 동시에 가장 긴장하며 정신없이 놀라는 사이코메트리

(Psychometry) 맵을 나온 직후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들었기 때

문에 오히려 집중이 떨어지고 큰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고 한다.
이 C구간의 의견을 통하여 지속적인 놀람보다는 적당한 완급조

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테스트를 거친 플레이어들에게서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공포스

러움에 알맞다는 평을 들었으며 특히 배경음이 크지 않고 잔잔하

면서 공허하게 울리는 바람소리라서 오히려 갑자기 크게 들려오는 

효과음에 놀랐고, 사운드 차이로 인한 둘의 조합이 괜찮았다는 공

통된 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배경음은 기본적으로 깔리는 음을 두고, 복도에서는 

소름끼침을 더할 수 있는 파이프 배관이 울리는 음과 사이코메트

리(Psychometry) 게임의 전체 배경 맵인 가운데가 빈 네모난 구

조의 아파트의 특성에 맞는 벽에 맞고 울려 퍼지는 바람소리를 조

금 더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이펙트 사운드들은 병 깨지는 소리 등 

연출용 이펙트 사운드들을 더 추가하여 긴장의 완급을 위해 플레

이어가 지나갈 때 바로 곁에서 발생시켜 긴장을 놀람으로 바꿔주

거나, 혹은 멀리서 발생시켜 자신 외의 존재가 동일한 맵에 존재하

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인지한 상태로 플레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

기로 하였다.

V. 추후 연구 과제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은 후, 가장 반응이 좋았던 구간인 A, B구

간과 비슷한 케이스의 사운드를 제작하고 추후 추가적으로 개발

예정인 두 번째 사이코메트리(Psychometry) 맵에 적용을 할 예정

이다. 그리고 이미 제작이 완료되어 게임 상에 적용된 상태인 기타 

효과음 등에 대해서도 플레이어의 청각을 자극할 수 있는 긁히는 

음 등을 추가적으로 더 섞어 게임 내에 새롭게 적용시켜 그에 대

한 가장 기분 나쁜 이펙트 사운드를 조사하는 연구 또한 계획 중

이다.
연출용 이펙트 사운드들의 추가배치를 완료하고 나면 테스트 

구간을 추가하여 12학번 동기들 중 남, 여 50명을 대상으로 2차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졸업 작품 게임을 전시하게 될 국

제게임전시회인 ‘지스타(G-Star)’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플레이어 

100여명을 대상으로 4일에 걸쳐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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