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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다양한 VR(Virtual Reality) 기술의 발 으로 체감형, 몰입형 컨텐츠 시장이 속도로 확 되고 

있다. VR 기반 컨텐츠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화와 같이 소비자에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목

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VR기술은 엔터테인먼트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경험

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 달 한 VR 게임을 설계  구 하고자 한다. 제안

한 방법을 통해 미술 과 사  건물 등과 같이 사용자에게 엔터테인먼트와 더불어 정보 달을 목 으

로 하는 컨텐츠에 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오늘날 VR 기술의 발 으로 련 컨텐츠 한 속도

로 확 되고 있다[1]. 한 다양하게 개발된 VR 기기를 

활용하면 더욱 몰입도 높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높은 몰입도와 체감형 인터페이스는 게임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VR 컨텐츠 시장은 게임 

련 컨텐츠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VR 게임은 여러 VR 기기를 활용하여 기존의 PC 환경

에 비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표 으로 운  시뮬 이터, 슈  게임 등과 같이 높은 몰

입도를 필요로 하는 장르에서 집 으로 개발되었다. 그

러나 VR 환경이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는 엔터테인먼트 분

야 이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와 음성 일을 이용하여 VR

게임에 정보(ex. 부경  지도) 달 기능을 추가하여 엔터

테인먼트 뿐만 아니라 게임을 통한 정보 달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 컨텐츠를 구 하 다.

 

2. 정보 달 VR게임 설계  구

   

2.1 게임 로직 소개

 게임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어느 날 몬스터들의 공격에 

의해 부경 가 침략 당했다. 몬스터들은 사용자가 부경  

건물에 근해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한다.  

건물 주변에서 서성이는 몬스터들을 무 르면 건물 정보

의 단서가 되는 아이템이 나오는데, 랜덤으로 정해지는 아

이템의 수만큼 모두 수집하면 건물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2.2  맵 모델링

 맵 구성에 필요한 건물과 나무, 벤치, 분수 등 오 젝트

들을 모델링하거나 다운받아서 Unity에 배치하 고, 배경

을 화창한 하늘로 구 하 다.

 (1) 건물 모델링

 부경 의 건물과 같은 모습의 건물을 구 하기 해 

먼 , Unity 로그램의 큐  오 젝트를 여러 개 쌓아 건

물 구조를 재 하 다. 그리고 실제 건물의 벽돌, 창문, 입

구를 직  촬 한 뒤, 그 사진을 texture맵핑 방식으로 큐

 오 젝트에 drag and drop하여 입  주었다.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2) 배경

 하늘을 표 하기 해 sky box 방식을 이용하 다. 에셋 

스토어에서 skybox material을 다운 받은 뒤, Scene 뷰에 

넣어 원하는 하늘 배경을 지정하 다. 

 그리고 게임의 성공, 실패 경우에 따라 배경을 변경하기 

해 조건문 안에 OtherSkybox.SkyboxOn(); 함수를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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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Skybox 컴포 트의 Custom Skybox 변수 값에 담

겨진 다른 Skybox material이 하늘 배경으로 변경되도록 

구 하 다.

 , 게임 이어가 부경  맵 밖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체 맵의 사면에 투명 벽을 설치하 다.

(그림 1) 부경  A15(향 )( ), 본 (아래)

2.3 UI

 사용자가 게임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안내 UI를 구 하

고, 몬스터나 이어의 HP를 시각화하기 해 HP UI

를 구 하 다. 

 (1) 안내 UI

 캔버스 오 젝트 하 에 이미지 오 젝트와 텍스트 오

젝트를 배치하여 UI를 구성하 다. UI를 통하여 사용자가 

게임에 한 안내를 받거나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

록 텍스트 오 젝트에는 안내문을 었고, 이미지 오 젝

트에는 ‘ ’, ‘아니오’ 버튼을 만들었다.

  컨트롤러로 사용자가 주먹을 쥐고 ‘ ’, ‘아니오’ 버튼을 

터치하면, 애니메이션이 실행되어 버튼이 반짝거린다. 클

릭이 제 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  후, 해당 버튼의 다음 

동작이 실행되도록 코딩 하 다.

 ‘ ’는 게임을 본격 으로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몬스터가 

등장한다는 내용의  다른 UI가 실행되도록 하 고, ‘아

니오’는 게임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UI가 사라지도

록 하 다.

(2) HP UI

 몬스터나 이어의 체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

는 HP 바를 구 하 다. 몬스터와 이어 오 젝트 각

각이 충돌 객체를 감지하다가, 그 충돌 객체가 몬스터는 

Ray, 이어는 몬스터 일 때 HP가 어들도록 코딩하

고, 코딩 결과가 UI로 나타나도록 각 오 젝트의 

Health 오 젝트-> Image 컴포 트->Fill Amount 변수

를 재 health 값과 총 health값의 계를 통해 업데이트 

해주었다. 그 계 식은 Fill Amount = health / 

max_health 이다.

2.4 몬스터 AI

 몬스터가 지능을 가진 것처럼 이어를 쫓아가 공격하

고 이어의 공격에 반응하도록 구 하기 해 

Navigation mesh agent 와 애니메이션, collider를 이용하

다. 

 (1) Navigation mesh agent

 몬스터들은 이어의 치를 스스로 감지해서 이

어를 공격하기 해 다가가야 한다. 그런데 부경  맵에는 

다양한 오 젝트가 많기 때문에 몬스터는 이것들을 피하

면서 움직여야한다.

 이를 동작시키기 해서 Unity에서 제공해주는 

NavMeshAgent 속성을 몬스터에 추가시켜주었다[2]. 

 (2) 몬스터 애니메이션  동작 로직

 몬스터는 총 다섯 마리로 그  2 마리는 바닥에 워 

자고 있고, 나머지들은 이어를 찾아 어슬 어슬  걸

어 다니고 있다. 자고 있는 몬스터들은 이어와 자신의

거리를 계산하여 그 값이 일정 값 이하가 되거나, 총으로 

한  맞게 되면 잠에서 깨어 이어를 공격하기 해 

움직인다. 이후 몬스터와 이어 사이의 거리가 

minDistance 값 이하가 되면 몬스터는 이어를 향해 

뛰기 시작하고 이어와 충분히 가까워지면 세 가지의 

공격(Basic Attack, Flame Attack, Claw Attack)  하나

를 랜덤으로 실행한다. 그 와 에 총을 맞는다면 맞는 모

션(Defend, Scream,Get Hit)  하나의 행동을 취한다. 이

때 몬스터의 HP가 감소한다. 몬스터의 HP가 0이하 조건

을 충족하면 트리거 변수(Die)가 작동되어 모든 애니메이

션을 멈추고 죽는 애니메이션이 실행된다. 그 이후에 몬스

터 객체는 게임에서 사라진다.

(3) 총 감지(collider)

 이어가 총 발사 버튼을 르면 rayCast가 발사된다.  

이 rayCast를 감지하기 해 몬스터에 충돌 처리를 인식

하게 해주는 CapsuleCollider를 추가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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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리

 게임의 완성도에는 사운드가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이벤트 발생 시 마다 다양한 소리를 내도

록 했다. 배경음과 효과음은 모두 유튜 나 무료 

BGM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리를 사용했고 목소리

가 필요할 때는 TTS(텍스트 음성 변환) 로그램을 

이용했다. 사운드 활용은 기본 인 배경음이나 걷는 

소리부터 총, 아이템 획득, 몬스터, 엔딩 소리까지 

넓은 범 에 이용 다.

 체 소리들을 리하는 AudioManager 오 젝트 

하 에 Audio Source 컴포 트를 추가한 오 젝트

를 생성한다. 스크립트로 해당 오 젝트를 인스턴스

화 하고 PlayOneShot 함수로 소리를 한 번 재생하

도록 하면 스크립트를 불러왔을 때 사운드가 재생된

다.

2.6 I/O 장비

 VR에 기본 으로 필요한 장비는 헤드셋, 치 감

지 센서 그리고 동작 명령을 입력받을 컨트롤러이

다. 일반 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거나 컨트

롤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oculus touch는 키보드

나 컨트롤러보다 몰입감이 높고 입력 가능한 동작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했다[3]. 헤드셋은 VR에

서 요한 역할을 한다.  부 에 있는 볼록 즈

는 양 의 을 기존 치보다 멀리 잡히게 하여 

입체상을 보이게 하는데 이것이 보통의 평면 화면을 

실 으로 보이게 한다. 치 감지 센서는 연결된 

헤드셋과 컨트롤러의 치를 감지하여 로그램 상

에 나타낸다. oculus touch는 단순한 컨트롤러가 가

지는 기능을 넘어 기기 자체에서 지원하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의 폭이 넓어진다. 특히 grab 함수

는 오 젝트를 쥘 수 있게 해주는데 이를 실행하는 

손동작 한 실제 물건을 집듯이 주먹을 쥐는 모습

이기 때문에 생동감을 다.

2.7 정보 달 

 이 게임에서 정보 달은 텍스트와 음성 일을 통

해 가능하다. unity의 텍스트 오 젝트를 사용하여 

건물 정보를 시각 으로 읽을 수 있도록 보여  수 

있고, 건물 정보가 미리 녹음된 음성 일을 실행하

여 청각 으로 정보 달을 할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게임을 통해 얻는 재미와 함께 학교

의 정보 달을 한 목 으로 로그램을 구 하

다. 구 된 게임의 첫 화면은 (그림 2)와 같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생동감 넘치고 몰입도 높은 VR 게임

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인 정보까지 제

공받을 수 있다.

 재 VR 기술은 엔터테인먼트 분야 뿐 만 아니라  

쇼핑, 화, 의학 분야 등에서도 그 활용도를 넓 가

고 있다. 특히 쇼핑 분야에서 소비자를 상으로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

로 테마를 미술 , 사  건물 는 랜드 스토어로 

변경한다면 상업 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그림 2) 게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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