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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첩법을 활용한 가상경  설계 방법론

- 디지털 게임 속 가상경 을 심으로 -

김익환․홍석주․이지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 학원

ABSTRACT

컴퓨터 기술이 발 함에 따라 디지털 게임 속 가상경 은 보다 정교해지고 있으며, 설계  구  과정에서 고려를 요구하는 요소

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태 가상경  설계를 한 정형화된 설계 방법론도 무한 계로, 디자이 들은 비효율 인 설계 과

정을 거치며 동시에 질 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을 구축하고 있다. Ian McHarg의 도면 첩법은 이어 단 로 설계 고려

요소를 정리하여 설계를 진행하기에, 설계에 고려할 요소들을 체계 으로 종합하는 디자인의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면 첩법을 활용한 가상경  설계 방법론을 구축하 다. 이를 해서 우선 가상경 의 공간  특수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하는 

분류 방법론을 문헌 조사를 통해 악하여, 이들을 각각의 이어로 조직하 다. 그리고 설계 역으로서의 가상경 과 실공간의 차

이 을 악하여 이들을 기반으로 한 가상경  설계 방법론을 구축하 다. 마지막으로 로토콜 분석방법론과 공간 구성요소의 비

교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구축한 설계 방법론의 유효성을 검증하 다. 검증 결과, 본 설계 방법론은 디자이 들의 작업 시간을 

22% 이상 일 수 있었으며, 동시에 작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향후 본 설계 방법론은 디지털 게임을 비롯한 가상경  설계 

 구 의 역에서 활발한 활용을 기 할 수 있을 수 있으며, 나아가 가상경 을 조경 설계의 한 역으로써 확장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Key Words: 가상경 , 디지털 게임, VR, 설계방법론, 도면 첩법

Ⅰ. 서론

디지털 게임을 비롯하여 다양한 역에서 가상 경 의 설계 

 구축에 한 수요가 속도로 확장되고 있지만, 정형화된 

설계 방법론의 부재로 비효율 인 설계 과정과 질 으로 일

되지 못한 결과물이 구 되고 있다. 특히, 재 가상경 을 가

장 활발한 상업  활용을 꾀하는 디지털 게임의 역에서는 이

러한 한계가 보다 가시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경학의 

역에서 활용되어온 Ian MacHarg의 도면 첩법을 근거로 한 

디지털 게임 내 가상경  설계 방법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해

당 설계 방법론의 구축을 해서는 크게 세 가지 연구 단계를 

요구로 한다. 첫째, 효과 인 가상경  분류 방법론의 확보. 둘

째, 실공간과는 다른 가상공간의 공간  특수성을 악하여 이

를 고려한 설계 방법론의 구축.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축된 설

계 방법론의 유효성 검증이다. 가상경 의 분류 방법론과 설계 

방법론의 확보를 하여 문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유효성 검

증을 해서 로토콜 분석방법론이 활용되었다. 

 

Ⅱ. 가상경  설계 방법론의 구축

1. 가상경  분류 방법론

동일한 차원과 력을 지닌 공간에서 설계가 진행되는 실공

간의 공간 설계와는 달리, 디지털 게임 속의 가상공간은 다양

한 조건의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공간  특수성에 따

라 효율 인 가상경 의 분류가 제되어야 각각의 유형에 

합한 설계 방법론의 구축이 가능하다. 디지털 게임의 분류가 

곧 게임 내 가상경 의 분류이기에1) 본 연구에서는 게임을 효

율 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론을 악하고자 하 다. 김익환 

et al2)의 논문에 따르면, 표 1과 같은 분류가 가능하다. 

 1) T. H. Apperley. "Genre and game studies: Toward a critical 

approach to video game genres," Simulation & Gaming, vol. 37, 

no. 1, pp. 6-23, Mar. 2006.

 2) I. H. Kim et al., “The Expansion of Virtual Landscape in Digital 

Games: Classification of Virtual Landscape Through Five 

Principles,” in Proc. the 17th Int. Future Trajector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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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연구 사례에서 제안되는 가상경  분류 방법론

분류 기 하  변수

공간 서술 형태
제공

발생

공간 형태
선

사슬

면

공간  동  차원

2D2D

2D3D

3D2D

3D3D

사용자 단  

단일

그룹

규모

상호교환성

무

부분

량

도면 첩법을 기반으로 한 설계 방법론 구축을 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류 방법론의 변수마다 합한 이어 혹은 방법

론을 용하 다. 이에 다양한 조건의 가상 경 들에 한 탄

력 인 수용이 가능한 설계 방법론의 구축이 가능하 다. 

2. 가상경  설계 고려요소

2.1. 버블 다이어그램

조경의 역에서는, 제안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달하기 

해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마스터 랜을 작성한다. 하지만 

가상경 의 경우, 설계와 구 에 상 으로 은 노동력과 시

간이 소요된다. 한 마스터 랜의 구 을 한 노동력으로 가

상경  자체를 만들 수 있기에 마스터 랜이 아닌 버블 다이

어그램 단계에서 설계 안을 표 하는 것이 효율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설계 방법론은 마스터 랜이 아닌 버블 

다이어그램 구 까지를 목 으로 둔다. 

2.2. PAM; Player Activity Map

조경의 역에서는, 사용자의 행 를 단 로 설계를 진행하

는 User Activity Map의 작성을 필수 으로 진행한다. 가상경

 설계에서는 User가 아닌 Player를 기반으로 한 Player 

Activity Map을 구 한다. 해당 지도는 User Activity Map에 

비하여 보다 극 인 경험 주 설계로 진행될 것이 요구되며, 

구 하고자 하는 가상경 의 분류 조건에 맞추어 설계에 고려

해야할 요소들이 차등 으로 부여된다. 

Computation in Design Conf. CAAD futures, 2017, pp. 567-584.

2.3. Master Diagram

마스터 랜이 아닌 다이어그램의 과정에서 설계를 완료해

도 되는만큼, 가상경  설계의 최종안은 마스터 다이어그램의 

형태를 취한다. 지형도를 원도로 이어를 층하는 실공간과 

달리, 가상경 은 모든 경  구성요로를 편집할 수 있기에 

이어의 행 가 최우선 으로 고려되어 원도로써 치한다.

즉, 디자이 는 아래 그림 1. 과 같은 설계 과정을 거쳐 마스

터 다이어그램을 구축한다. 첫째, 본인이 설계하고자 하는 가상

경 을 특수성에 따라 분류한다. 둘째, 분류된 가상경 의 조건

에 부합하는 설계고려요소들을 선택한다. 셋째, 설계고려요소

들을 반 하여 PAM을 작성하고, 이를 원도로 그 로 각각 

요구 조건들을 취합한 서술층 이어, 자연경 요소 이어, 인

문경 요소 이어 그리고 미디어 이어를 층하여 이들을 

취합한 마스터 다이어그램을 작성한다.  

그림 1. 가상경  설계 방법론

Ⅲ. 실험  해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설계 방법론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하여 비교 실험이 진행되었다. 해당 실험은 각각 동일한 설계 

 구  능력을 갖춘 5명의 인원들로 두 개의 그룹을 조직하여 

한 그룹에게만 도면 첩법을 활용한 설계 방법론을 2시간의 

강의와 6시간의 실습을 통해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동일한 설

계 조건과 디자인 컴포 트를 제공하여 각각의 그룹이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을 로토콜 분석법을 통해 악하고 분석하

다. 로토콜 분석방법론은 본디 HCI(Human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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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역에서 사용자 분석을 해 사용되는 방법론으

로, 단  시간별로 이루어지는 행 를 분석하는 기법으로3) 각

각의 설계 과정을 비교하는데 유용하 다. 아래 그림 2. 는 해

당 방법론을 활용하여 작성한 비교 그래 이다. 

그림 2. 로토콜 분석 결과

실험 결과에 따르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설계 방법론을 

익힌 A 그룹의 경우 총 396분의 시간이 소요된 것에 비하여 그

룹 B는 509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A그룹은 체계 으로 설계

가 진행되어 게임 디자인에 35분, 분류에 10분, 설계에 196분 

그리고 구 에 143분이 소요되었으며, B그룹의 경우 지속 으

3) M. L. Maher and M. J. Kim, “Studying Designers using a Tabletop 

System for 3D Design with a Focus on the Impact on Spatial 

Cognition,” in Proc. the 1st IEEE Int. Workshop Horizontal 

Interactive Human-Computer Systems, WA, 2006, pp. 105-112.

로 설계 과정이 번복되고 반복되는 양상을 보 다. B그룹은 게

임 디자인에 총 55분, 설계에 총 140분 그리고 구 에 총 287분

이 소요되었다. 각각의 그룹이 완성한 가상경 을 구성하는 컴

포 트의 수를 비교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각 그룹 경  구성 요소 활용 비교

제공 모델 구분 제공 모델 수
활용 모델 수

A B

자연경

요소

교목 10 10 4

목 20 16 2

지피 20 11 1

기타 10 10 3

생물 5 0 0

인문경

요소

건물 20 19 8

인물 5 5 5

포장 10 6 2

총 100 77 25

Ⅳ. 결론

해당 연구에서 제안하는 설계 방법론은 가상경 의 디자인과 

구 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완성되는 

작품의 질을 요시킬 수 있었다. 보다 풍성한 구성 요소로 공

간이 구 되었음이 해당 공간의 미  가치를 더 높인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이는 향후 후속 연구로 보다 검증이 진행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게임뿐만이 아닌 기타 다양한 가상

공간 구성에 활용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향후 조경

학의 역에서 가상경 을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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