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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M-virus’게임의 설명과 작업자들의 제작의도를 보여준다. 'M-virus'는 ‘꿀사주세요’팀의 졸업 작품 게임으로 딸

의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숙주를 찾는 아버지의 스토리를 기반으로한 3인칭 액션게임이다. ‘캐릭터 변이’를 특징으로 플레이어

의 성향에 따라 캐릭터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으며 캐릭터마다의 고유 스킬로 다양한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다. 

키워드: 액션 게임(action game), 스토리 텔링(storytelling), 캐릭터 변이(character variation)

I. 서 론

 실제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그 게임의 스토리를 얼마나 이

해할까?  최근 게임 광고들 또한 게임의 주된 스토리가 아닌 그래

픽과 장르를 강조한다. 그만큼 유저들이 스토리에 관심을 갖지 않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개최된 GDC 2014에서도 게임과 

스토리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가 성황을 이뤘다고 한다[1]. 게임의 

운명을 스토리 텔링이 가른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2]. 그만큼 게

임에서 스토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우리가 제작한 게임은 단순한 액션 게임이 아니라 스토리를 기

반으로 하였다. 게임의 재미를 놓치지 않으면서 스토리를 전달을 

하고자 하였다. 특히, 마지막 미션 완료까지의 플레이 정도에 따라 

스토리를 세분화하고 더불어 스토리에 집중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넣어 게임을 개발하였다. 또한 액션을 좌지우지하는  ‘캐릭터 변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게임의 재미 요소를 추가하였다.

II. 관련 연구

1. 액션게임과 스토리

게임의 장르에는 RPG, 슈팅, 어드벤처, 액션 등 여러 종류가 있

다.  그 중 액션게임으로는 사이퍼즈, 엘소드, 겟앰프드, 몬스터헌

터 등이 있다.
실제 액션게임의 주된 특징이 전투나 격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게임 전체를 다루는 스토리가 약하다. 예를 들어 사이

퍼즈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있지만 캐릭터 설정 

상에서의 세력을 나누기 위해서 일 뿐 실제 게임을 하는 데에 있

어서 스토리가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3].
이렇듯 액션게임 대부분의 경우에서 스토리가 하는 역할은 캐

릭터를 만들기 위한 틀에 불과 한 경우가 많다. RPG 액션 게임의 

경우에는 퀘스트 형식으로 스토리를 보여 주지만 텍스트로 보여 

지는 스토리에 유저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렇지만 스토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올해 개최된 GDC2014에서는 게임에서 스토리텔링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스토리를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발표들도 있었다[1].

본 논문은 2014년 캡스톤디자인 수행 연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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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게임의 캐릭터 변이 시스템

게임의 특징적인 요소로 캐릭터가 변신하는 게임으로는 이클립

스 워, 와일드 바니, 프로토타입 등이 있다. 기존 보다 더 좋은 능

력을 지니게 하거나 특별한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 이러한 변신 시

스템을 구현한다. 캐릭터 변이는 변신과 비슷하나 접근 측면에서

는 차이가 있다. 변이는 변신과는 조금 달리 본인의 의지보다는 타

의에 의해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전신을 변신하는 게임인 이클립스 워의 경우에는 변

신을 할 수 있는 종족을 선택할 수 있고 변신체 마다 기능을 개별

로 지녀 여러 캐릭터를 키우는 것과 같이 되어있다. 
캐릭터 변이를 보이는 게임에는 ‘프로토타입(Prototype)’이 있

다[4]. 프로토타입은 생체무기개발이 진행되면서 발생한 바이러스 

사건을 다룬 스토리로 그림1과 같이 주인공인 알렉스 머서가 감염

자가 되어 신체 일부분을 여러 가지 무기의 형태로 바꿔가며 진행

하는 게임이다. 

그림 1. 프로토타입 시작 화면

Fig. 1. Prototype Intro Image

프로토타입은 또한 스토리에 집중하기 좋은 요소를 사용했다. 
미션 사이에 스토리 전개를 보여주는 이벤트 영상과 NPC를 흡수

하는 능력을 이용하여 부분 스토리 영상을 보여준다.

III. 본론

본 논문에서는 관련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액션 게임의 

재미 요소를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게임을 제작하였다.
⚫ 스토리 기반의 액션 게임

⚫ 강화된 캐릭터 변이 시스템

⚫ 진행 상황에 따른 다양한 결말

1. 스토리 기반의 액션게임

기존 액션 게임의 일반적 요소에 스토리를 추가하여 게임을 제

작했다. M-virus 게임의 기본 스토리는 백신 개발 중 연구 실패로 

만들어진 숙주로 인해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어 감염된 딸을 구하

고자 하는 아버지의 행보이다. 

1.1 바이러스와 백신

이 바이러스는 포유류라는 뜻을 지닌 ‘Mammalia’의 약자를 따 

M-virus라 지칭하는데 신체이형을 일으킴과 동시에 이성도 잃게 

만드는, 이 게임의 가장 주된 특징이다.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은 주인공이 지니고 있다. 게임에

는 몬스터가 2종류로 나뉘는데 아직 이성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 단, 변이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인간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1.2 스토리의 역할

M-virus 게임에서는 스토리가 캐릭터의 동선과 미션을 지시한

다. 그림2에서 스토리의 메인 동선을 보여준다.

그림 2. 스토리 동선

Fig. 2.  Flow of Story

2. 강화된 캐릭터 변이 시스템

M-virus 게임은 앞서 설명한 신체이형과 정신 장애를 불러일으

키는 바이러스의 증상인 변이를 가지고 게임을 진행한다. 다만 주인

공의 경우에는 특별한 면역을 지녀 본인의 의지로 여러 특성을 지닌 

형태로 변이를 할 수 있다고 설정하였다. 변이를 하기 위해서는 조

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을 제한하는 카르마 게이지가 존재한다.

2.1 변이된 캐릭터의 특징

변이모드는 총 3개의 캐릭터가 존재한다. 가장 기본인 인간모드

의 ‘강대현’과 각각의 특징을 지닌 변이모드의 ‘슬래셔’, ‘스토커’, 
‘저거너트’가 있다.

변이는 그림3과 같이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닌 유저의 선

택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림 3. 캐릭터 변이 흐름도

Fig. 3. Flow chart of the character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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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캐릭터마다의 특징을 힘, 속도, 방어로 비교하여 표1에 나타

내었다.

힘 속도 방어 특징

강대현 最下 下 最下 감염체 치료

슬래셔 中 中 中 넓은 범위 공격

스토커 下 上 最下
회피와 

빠른 공격 속도

저거너트 上 最下 上 높은 방어력

표 1. 모드 별 특징

Table. 1.  A Characteristic of Modes

2.2 카르마 게이지

그림3의 각 캐릭터 별로 표1과 같이 스킬이 존재하며, 성능에 

도움을 주는 버프용 스킬과 강한 공격을 하는 액션 스킬이 존재한

다. 이러한 스킬들은 카르마 게이지를 소모하여 작용한다. 그림4
는 게임에 적용되는 카르마 게이지다.

그림 4. 인 게임 UI : 카르마 게이지

Fig. 4. UI in game : A Karma Gauge

카르마 게이지는 스킬 사용에 따라 소모된다. 또 변이를 함과 

동시에도 소모가 되며 변이모드를 유지함에 따라서는 지속적인 소

모가 이뤄진다.
변이모드 시에 체력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피격 데미지를 카

르마 게이지로 소모한다. 이 때 카르마 게이지를 전부 소모하게 되

면 강제적으로 인간모드로 돌아가며 한동안 변이를 할 수 없는 딜

레이를 받는다.
이 게이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3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인간모드 상태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채워진다. 두 번째

는 몬스터 처치를 통해 얻는 방법이다. 단, 이 경우 몬스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양이 다르다. 세 번째는 인간모드의 스킬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인간모드는 변이모드와 달리 버프, 액션 스킬이 존

재하지 않는 대신 변이체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스킬이 있다. 이 

스킬을 통해서 가장 많은 카르마 게이지를 채운다.

3. 진행상황에 따른 다양한 결말

앞서 이야기 한데로 이 게임은 스토리에 중심을 두고 있다. 메

인 동선에는 변화가 없지만 플레이할 때 서브 미션의 완료 여부나 

NPC와의 만남을 통해 표2와 같이 총 4가지 엔딩으로 나뉜다. 

종류 요약

해피엔딩 딸의 감염을 치료하고 사건의 전말에 대해 조사를 나선다.

배드엔딩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딸의 변이를 보며 

사망한다.

변이엔딩 변이한 딸에게 공격을 당하며 사망한다.

복수엔딩
바이러스를 견디지 못한 딸이 죽고 사건에 연관된 

연구자들에 대해 복수를 다짐한다.

표 2. 엔딩 종류

Table. 2. A Kind of Ending

그림5는 각 엔딩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을 정리한 것이다. 엔딩

은 서브 미션의 성공과 실패 여부와 플레이 도중에 NPC를 마주치

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5. 엔딩 경로

Fig. 5. A route of ending

 
엔딩을 나누는 조건은 이러하다. NPC와 대면하면   딸을 치료

할 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서브 미션을 실행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딸을 살릴 수 없을 수도 있다.
서브미션은 총 3가지로 미션 하나당 플레이 예상 시간은 평균 

5분 정도이며 2가지 이상을 성공하거나 1가지라도 실패할 경우 

많은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측정하여 약을 받아도 딸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므로 서브미션을 한 가지 성공하고 NPC를 만날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약을 가지고 딸을 구할 수 있어 해피엔딩으로 가게 된

다. NPC를 만나지 않게 되면 약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확산

을 막지도 못하며 딸의 감염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배드엔딩으

로 가게 된다. 서브미션을 두 가지 이상 성공하거나 하나라도 실패

할 경우 시간이 많이 지체한 경우로 하기 때문에 NPC를 만나 약

을 얻게 되더라도 딸을 구할 수 없다.

4. 구현된 게임

게임의 그래픽 소스들은 Autodesk Max, Zbrush를 사용하여 

제작하였고, Unity3D에서 C#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하였다. 그
림6은 구현된 일부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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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게임 화면

Fig. 6. In game screen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액션게임에 스토리를 추가하여 스토리 중심의 

액션 게임을 제작하였다. 사용자들이 기존의 액션 게임을 플레이

할 때 스토리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넘기는 점을 감안하여 스토리

를 이용하여 메인 동선을 구성하였다.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액션과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많은 액션 동작들과 방대한 양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액션을 수행하기 위해 커맨드가 어려워지거나 인력난이 발생

하였고 스토리의 지루함을 배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빼야만 했

던 이야기들이 생기면서 제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처

음 목적대로 스토리가 있는 액션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

하여 게임을 제작하였다.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재미있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보다 사실적인 액션을 가미한 게임을 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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