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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슈팅게임 제자작 방법은 게임엔진으로 언리얼 엔진 4(Unreal Engine 4)를 사용하

고 있다. 기존의 언리얼 엔진 기반의 게임은 총알에 데미지 판정 기법을 사용하지만, 슈팅게임 제작에서 중

요한 요소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Line Trace 기술을 활용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키워드: 언리얼 엔진4 (Unreal Engine4), 슈팅 게임(Shooting Game), 라인 트레이스(Line T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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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야외활동의 제한을 게임, 영화, 유튜브 

등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전과 후를 비교하면 게임의 이용량이 

97.8% 증가함을 알 수 있고 더욱 증가할 추세로 보이기에 게임개발을 

진행했다. 본 논문에서는 슈팅 게임에서 사격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Line Trace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Fig. 1. 코로나 전, 후 콘텐츠 이용량 변화율 (%)

II. Preliminaries

최근의 게임은 개방형의 리얼타임 3D 제작 플랫폼으로 시각적 

비주얼과 몰입도를 제공하는 Unreal Engine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Unreal Engine 4로 개발된 대표적인 슈팅 게임으로는 PUBG Studio

에서 개발한 BATTLEGROUNDS와 Riot Games에서 개발한 

VALORANT가 있다. Unreal Engine을 제공하고 있는 Epic Games

에서 개발한 FORTNITE 등 다양한 게임에서는 슈팅 이벤트를 처리하

는 과정에서 대부분 총알 자체에 데미지 처리를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Fig. 2. Unreal Engine 4 Logo

III. The Proposed Scheme

1. Line Trace 기법

슈팅게임 제작과정에서 슈팅 도중에서 데미지 적절히 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격하였을 때 발사되는 총알에 데미지 판정을 

넣어서 오브젝트와 직접 닿을 때, 데미지를 주는 방식에서 발행하는 

오차의 가능성 때문이다. 본 제안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거리 

및 방향을 측정하고 오브젝트 감지에 사용하는 Line Trace 기술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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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ine Trace

Fig. 4. Line Trace Blueprint

Fig. 3과 같이 빨간선은 플레이어가 바라보는 방향, 녹색 선은 

실제 총알이 발사되는 방향으로 해당 방향에 있는 물체를 감지하고 

물체를 감지하였을 때 데미지 판정을 주어 몬스터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라인 트레이스 방식은 기존의 총알이 직접 오브젝트를 맞추는 

것에 비하여 정확도가 높게 나타난다.

2. Line Trace 비교실험

총알에 데미지를 적용을 하여 100발씩 5차에 거쳐 총알 발사와 

Line Trace의 데미지 판정의 정확도를 비교실험 진행했다.

총알 데미지 Line Trace

1차 정확도 81 100

2차 정확도 74 100

3차 정확도 76 98

4차 정확도 72 100

5차 정확도 77 99

평균 정확도 76 99.4

Fig. 5. 실험결과 (단위: %)

실험결과 총알 발사 시 평균 정확도는 76.2%이고 Line Trace 

기술을 활용했을 경우 90.2%로 나타났다. 총알 데미지 방식보다 

Line Trace가 평균적으로 23.4%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3. Attack Action의 조건

Fig. 6. Attack Blueprint

실제 동작의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3가지 공격 모션과 한가지의 

스킬을 적용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공격 모션에 번호를 부여하고 

랜덤 함수를 사용하여 1가지 공격을 수행한다. 공격 마지막에 종료 

알람을 입력하고 알람을 받았을 때, 공격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랜덤 공격을 수행한다. 스킬 사용은 플레이어를 감지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사용하도록 조건을 구성하였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언리얼 엔진 4(Unreal Engine 4)를 사용하여 슈팅 

게임을 제작할 때 슈팅 데미지 처리가 적절히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Line Trace 기술을 적용하였다. 기존의 방식인 

총알에 데미지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Line Trace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23.4%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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