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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VR을 이용한 콘텐츠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다. 가상현실이라는 매력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체험하지 않고도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가상현
실은 최근 4차 산업혁명 시 를 맞아 전 세계에
서 주목하고 있는 기술로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포켓몬 고 게임과 같은 
킬러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퍼즐과 탈출게임을 동
시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제안한다. 

Puzzle 게임을 가상현실에서 내가 직접 퍼즐을 
푸는 것과 같은 경험을 줄 수 있는 게임으로 문
제를 해결 하였을 때의 성취감과 두뇌성장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장르이다. 퍼즐 게임은 오랫동
안 사용하고 있던 장르이므로 일반 사람들에게도 
익숙하여 접근하기가 편리하다. VR 탈출 게임은 
미로 탈출과 같은 장르를 VR을 이용하여 가상현
실에서 실제로 임의의 폐쇄된 장소에서 실제로 
갇혀있다는 현실성과 긴장감을 준다. VR 탈출 게
임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가상현실을 
통해 모니터로만 보던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
어 사용자의 재미와 만족감을 주기에 아주 적합
한 장르다. VR 게임들이 부분 FPS와 어드벤쳐 

등에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하면 퍼즐과 탈출 장르
는 간단하게 즐길 수 있고 VR을 통해 맵을 탐험
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
을 것이 예상된다. 특히, Unreal 엔진은 다른 엔
진에 비해 보다 오브젝트를 보다 실감나게 표현
하는데 향후 Unreal을 활용한 가상현실 게임 제
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Ⅱ. 관련연구

2.1 VR Puzzle

VR Puzzle 게임은 일반적인 Puzzle 게임을 VR을 
이용해 가상현실에서 내가 직접 퍼즐을 푸는 것과 
같은 경험을 줄 수 있는 게임으로 문제를 해결 하였
을 때의 성취감과 두뇌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르이다. 퍼즐 게임은 옛날부터 많은 곳에서 사용
하고 있던 장르이므로 일반 사람들에게도 익숙하여 
접근하기가 편리하다. VR 게임들이 부분 FPS와 
어드벤쳐 등에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하면 VR Puzzle 

게임은 VR 게임 시장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

2.2 VR 탈출 게임
VR 탈출 게임은 미로 탈출과 같은 장르를 VR을 

이용하여 가상현실에서 실제로 임의의 폐쇄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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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실제로 갇혀있다는 현실성과 긴장감을 준
다. VR 탈출 게임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을 가상현실을 통해 모니터로만 보던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사용자들을 재미와 만족감을 주기
에 아주 적합한 장르다.

2.3 Unreal Engine

Unreal Engine은 이 게임을 구현하는데 쓰인 주 
개발 도구이다. Unreal Engine은 전반적인 게임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통합형 게임 엔진이다. 뛰어
난 기술과 지속적인 업데이트, 다양한 기술 지원, 

Unreal 개발자 간의 네트워크 지원, 뛰어난 개발 
도구들을 제공하는 것이 Unreal Engine의 장점이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뛰어난 점은 엔진의 
구성이 유연해서 여러 기술을 조합하고 확장하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 스크립트 
언어로는 Java, C# 등 다른 언어를 적용하거나 함
께 쓰는 것도 가능하다. 엔진과 도구는 거의 C++

로 작성되었지만 다른 언어로 이식이 가능하며, 최
근 도구는 C#로 이식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Unreal 에디터의 초기 버전은 C++이 아닌 Visual 

Basic으로 작성되었다. 많은 게임 개발사들이 그들
의 게임을 일정 안에 안정적인 기술로 완성하기 
위해 Unreal Engine을 구입해 개발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무료로 배포가 되어 많은 개발사에서 이용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훈련용 시뮬레이션 같
은 게임이 아닌 그래픽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Ⅲ.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그림 1은 제안하는 게임 콘텐츠의 요구사항 
명세서이고 그림 2는 Sequence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1. 요구사항 명세서

그림 2. Sequence 다이어그램 

그림 3. Activity 다이어그램

그림 3은 제안하는 가상현실 게임의 Activity 

다이어그램이다. 

Ⅳ. 결론 및 향후과제

4차 산업혁명에서 주목받고 있는 VR시장은 
세계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다
양한 기업들이 VR 하드웨어 장비들을 출시하고 
있으나 콘텐츠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킬러콘텐
츠가 부족하여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
한 퍼즐게임과 탈출게임을 혼합한 게임콘텐츠를 
제안하였다. 특히, 제안하는 콘텐츠는 Unreal엔
진을 사용함으로 보다 현실감 있는 오브젝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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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려고 했으며 멀미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
록 퍼즐과 탈출게임을 개발하였다. 현재 Unreal 

엔진을 사용한 가상현실 게임 콘텐츠가 부족함
으로 향후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에 있어 Unreal 

엔진의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논문은 미래창조과학부의 2018년 고용 계약형 
SW석사과정 지원사업을 지원받아 수행한 결과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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