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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방 탈출과 술래잡기를 합친 멀티 VR 공포 게임” 

 

본 프로젝트는 ‘1:1 방 탈출 멀티 VR 게임(이하 게임)’을 개발한다. 게임은 UNITY 3D 엔진

과 3D MAX를 이용하여 가상현실을 구현하고, VR 디바이스-오큘러스 리프트를 이용하여 사용

자에게 완성된 가상 현실을 출력한다. 사용자와 게임 간의 상호작용은 조이스틱 컨트롤러를 

통해 완성한다.  

 

게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 째, 1:1 술래잡기 게임이다. 

사용자는 술래, 생존자 두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플레이 한다.  

술래는 생존자를 공격할 수 있지만 시야에 제약이 있다.  

생존자는 제약이 없지만 술래를 공격할 수 없다. 

둘 째, 방 탈출 게임이다. 

술래는 제한시간 내에 생존자를 죽이면 게임을 승리할 수 있다. 

생존자는 제한시간 내에 술래를 피해 방을 빠져나가면 게임을 승리할 수 있다. 

단, 생존자는 반드시 방에 있는 퍼즐을 풀어 열쇠를 얻어야 탈출할 수 있다. 

셋 째, 소리를 활용한 공포게임이다. 

    술래는 시야가 제한돼 있지만, 소리의 파동으로 생존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반대로 생존자는 소리를 내지 않고 숨을 수 있지만 탈출을 위해선 소리가 나는 퍼즐을  

작동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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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멀티 VR의 시장성과 차별성 

1.2.1.1       시장조사1 - VR 시장 현황 

 
(그림1. [VR 시장 현황] 왼쪽:국외 | 오른쪽:국내 (Tractica, 마케츠 앤 마케츠), 2016) 

 

첫 째, 시장 규모 : 2016년 기준 국외 7~8조원, 국내는 2조원 규모이다.  

둘 째, 시장 추이 : VR HMD 하드웨어 및 콘텐츠 포함 연간 최소 20%의 성장이  

예측된다.(약 22조원, 2020년) 

 

1.2.1.2       시장조사2 - VR 게임 시장 현황 

 
(그림2. [VR 게임 시장 현황] 국내외 통합 기준 (KZERO), 2015) 

 

첫 째, 시장 규모 : 2016년 기준 전세계 1조 1,360억 원 (10억 달러) 규모이다. 

  * 국내 추정 자료 없음 

둘 째, 시장 추이 : 2018년 5조 2,256억 원 (46억 달러) 규모로, 45%의성장이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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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시장조사3 - VR 게임 수요도 

 
(그림3. [VR 게임 수요도] 왼쪽:국내 | 오른쪽 :국외 (넥슨컴퓨터박물관), 2016) 

첫 째, 시장 수요: VR 콘텐츠 중 ‘게임’ 시장이 국내외 모두 최고 점유율을 보인다. 

 

1.2.1.4       시장조사4 – 현 VR 게임 시장 분석 

 
(그림4-1. 콘텐츠 부족과 불황 (naver news), 2017 ) 

            

첫 째, 게임시장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게임 콘텐츠가 없다. 

예로 ‘PC방=스타크래프트’ 라는 공식과 함께 성장한 pc방과는 대조적으로, 최근의 

VR방은 꾸준히 즐길 수 있는 메인 콘텐츠가 없어 불황에 빠져있다. 

 

 
(그림 4-2. [VR방의 불황] 왼쪽: 롯데월드 VR | 오른쪽 :VR방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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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VR 게임의 트렌드 (naver news), 2017) 

 

둘 째, 현재의 VR 게임 트렌드는 멀티 플레이 게임이다. 

            그러나 이러한 트렌드와는 반대로 현재의 콘텐츠 시장은 싱글 플레이 중심의  

            게임 콘텐츠가 즐비하다.아래의 그림 4-4가 그 예이다. 

 

 
(그림4-4. 스토어 VR 게임 순위 (stream VR) ) 

 

보이는 바와 같이 1위 게임을 제외한 2~8순위 게임은 전부 싱글 게임이다. 

            중요한 점은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임은 트렌드에 맞는 멀티 게임이란 점이다. 

 

 

1.2.1.5       결론  

 위의 내용들을 조사한 결과, 프로젝트 개발 팀은(이하 팀) 2인 멀티 VR 게임을 개발한다. 이유는 

현 시장의 멀티 게임 희소성과 미래 시장에서 그 시장성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게임은 싱글 플레이 게임들과는 다른 같이 하는 게임이란 장점을 차별성으로 가질 것이

다. 또한 게임의 반복적 플레이 유도와, 경쟁 유도, 소셜 기능 탑재 등 다양한 게임적 장점들도 

부가적으로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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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본 프로젝트는 VR 게임 사용자들을 위한 멀티 플레이가 지원되는 VR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아래는 게임적 개발 목표이다 

 

2.1.1 VR로 즐기는 공포 게임을 개발한다.  

2.1.2 게임은 2인 게임이며 1:1 대결 게임을 개발한다.  

2.1.3 게임 방식은 추격전을 기본으로 개발한다. 단, 방 탈출 방식을 함께 가미한다. 

2.1.4 게임 랭킹과 점수 등 소셜 기능을 제공한다 

. 

2.2 연구/개발 내용 

2.2.1 서버 환경 구축 

 

포톤 클라우드 통신으로 사용자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배틀넷(유저 입장, 퇴장, 방 생

성이 가능한)’ 구조의 서버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PHP / MYSQL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사용자의 게임 

순위를 기록하는 랭킹 시스템을 서버를 통해 제공한다. 

 

2.2.2 이벤트 매니징 및 인공지능 

 

게임 시나리오 진행을 위한 이벤트 로직과 자체 개발한 최적의 술래 인공지능을 

제공함으로써, 1 인 사용자도 생존자의 입장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레이 환경을 

제공한다. 

 

2.2.3 디자인 리소스와 음향 리소스  

 

오리지널 게임으로서 디자인 리소스와 음향 리소스를 모두 직접 제작하여 가상현실에 

제공한다. 디자이너 팀원들은 고퀄리티의 3D 리소스와 직관적인 UI 를 제공함으로써 

가상현실에 생생함을 부여한다. 또한 음향 리소스로 게임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게임의 

시간경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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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2.3.1.1 Use Case Diagram 

 

2.3.1.2 서버구조 요구사항 

1. 유저가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이 가능해야 한다. 

2. 유저가 방 만들기와 방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3. 관리자가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4. 상대방이 응답이 없을 시에 게임이 종료되어야 한다. 

 

2.3.1.3 게임 플레이 요구사항 

 1.  유저가 플레이시 공포감을 느끼며 즐겁게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한다. 

        2.  싱글 플레이 할 때 AI와 게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멀티 플레이 할 때 모르는 사람 및 친구와 플레이가 가능해야 한다.  

 4.  오큘러스 VR을 사용하여 가상현실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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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2.3.2.1 서버구조 요구사항 

1. 포톤 Cloud 는 10 명까지 무료 과금으로 되어있다. 이후에는 유료 과금으로 전환된다. 

2. 실시간으로 멀티플레이 게임시에 끊김 현상이 플레이에 문제를 주어서는 안 된다. 

3. 유저 개인정보는 게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2.3.2.2 게임 플레이 요구사항 

1. VR 장착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2. 컨트롤러 사용시 허용 오차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3. 그래픽 및 알고리즘 최적화로 게임 끊김 현상이 없어야 한다. 

 

2.3.3  시스템 구조 

 

3.3.3.1 전체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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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젝트의 위와 같이 구성된다. 처음 게임 시작 시 회원가입, 로그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기능은 php 와 mysql 을 사용하여 구현한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Battlenet 서비스에 접속하게 되며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photon 

cloud 를 사용한다.  

게임 플레이 시 조이스틱 컨트롤러로 캐릭터를 조정하며 키보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VR 은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며 Unity 엔진은 가상현실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플레이어는 배틀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멀티플레이를 하거나 AI 와 

싱글 플레이를 한다. 

 

2.3.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소프트웨어 Unity 3D 

렌더링 게임 엔진  

물리 엔진 게임 엔진  

   

소프트웨어 카페 24 유저 데이터 관리 홈페이지  

하드웨어 오큘러스 VR 가상현실 구현 출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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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4.1 기대효과 

 

2.4.1.1 상용화  

VR 전용 스토어 (ex : steam VR) 등록으로 이익창출이 기대된다. 

2.4.1.2 VR 개발기술 확보 

VR에 필요한 다양한 개발기술 확보가 기대된다. 

2.4.1.3 오프라인 접근성 

  VR방같은 복합 시설에도 이식이 가능하다. 따라서 친구∙연인들과 같은 다수의 오프라인 

사용자들 공략이 가능하다. 때문에 오락시설에서의 이윤 창출이 기대된다. 

2.4.1.4 지속적인 플레이 

  한 번 플레이하고 끝나는 싱글 공포 게임들과는 다르게 랭킹 시스템과 소셜 시스템의 도입으로 

사용자들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게임 플레이가 기대된다. 

2.4.1.5 다른 기술과의 융·복합 확장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과 융합한 새로운 콘텐츠로의 확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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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기술적 요구사항  

3.1.1.1 가상현실 

 오브젝트, 텍스처, 셰이더 등 가상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모든 리소스들을 사용하여 만든 

가상 공간을 PC에서 실행하고 오큘러스 VR을 사용하여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

상 현실을 제공한다. 

 

3.1.1.2 애니메이션 

  현실감 및 생동감을 위해 사용자의 입력에 맞는 3D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제공한다. 

 

3.1.1.3 인공지능 

1인 플레이 시, 사용자가 캐릭터를 조작함에 따라, 게임 오브젝트가 스스로 판단을 하여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제공한다. 

 

3.1.1.4 물리엔진 제어 / 구현 

 Unity 프로그램 내의 물리엔진을 이용하여, 실제 현실과 같은 물리법칙 및 물리 현상을 

구현한다. 

 

3.1.1.6 UI/UX 

사용자의 게임 진행에 필요한 UI/UX를 제공한다. 

 

3.1.1.7 오디오 

 게임 진행에 필요한 직접 제작한 효과음 및 배경음악을 입체 음향으로 재생한다. 

 

 

3.1.2  개발환경 

3.1.2.1 개발 환경 

구분 상세 내용 

S/W 

개발환경 

OS Window 7이상 또는 macOs Sierra 이상 

개발도구 
Cinema 4d, 3ds Max, Unity 5.5.0f, MonoDeveloper, 

VisualStudio 

개발언어 C#, 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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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내용 

기타사항 

싱글톤, 상속, 동적 오브젝트 pool 등의 문법적 기술이 

필요 

Event-Driven 방식 

컴파일은 Unity 프로그램 

H/W 

구성장비 

디바이스 오큘러스 VR, 데스크탑, 조이스틱 

통신  

기타사항 헤드셋 

형상관리 GitHub , Google Drive 

프로젝트 

관리환경 

이슈관리 구글 스프레드 시트 

의사소통관리 구글 드라이브 , 카카오톡, 구글 스프레드시트 

기타사항  

  

  

 

3.1.2.2 테스트 환경 

구분 상세 내용 

S/W 

개발환경 

OS Window 7 이상의 운영체제 

설치 환경 
Unit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파일된 .exe 이 설치돼있어

야 한다. 

서버 환경 

동적으로 할당 받은 IP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첫 게임 로그인시 웹 서버를 통한 로그인 및 게임 진행 

시 UDP통신을 이용한 실시간 동기화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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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1. 오큘러스 VR 멀미 

VR 특성상 인지부조화로 인한 멀미를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멀미를 유발시킬 수 있

는 애니메이션 리소스를 최소화하고, 그래픽 품질을 높여 짧은 지연시간과 이질감 없는 

가상 현실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2.      컴퓨터 사양 

        VR 특성상 2개의 화면을 렌더링 하기 때문에 연산 처리량이 기존 PC 게임의 2배 이상이

다. 따라서 PC의 CPU, RAM, GPU 등 연산 처리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하드웨어의 성능

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드웨어적으로는 권장사양 이상의 그래픽 카드를 설치한다. 

개발적으로는 프레임 고정과 최적화 기술을 활용해 최적의 가상 현실을 제공한다. 

 

3.2.2  소프트웨어 

3.2.2.1 멀티플레이 인원 제한 

서버가 포톤 cloud 무료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 10명까지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다. 

수 많은 유저가 동시 접속해도 서버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유료로 사용하

거나 서버 구조를 확장성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3.2.3  기타 

3.2.3.1 투자 비용 

프로젝트에 투자 할 수 있는 비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상용화 수준의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다. 예산에 맞춰 음향, 애니메이션, 모델 리소스를 구매하거나 디자인을 직접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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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부서 이름 역할 

기획부 

김경필 - 게임 기획 및 총괄 

- 프로젝트 문서 작업 

- 리소스 관련 조사 정지은 

집행부 송병훈 

- 예산 집행 및 장비 관리 

- 프로젝트 스케줄 관리 

- 프로젝트 문저 작업 

개발부 

김선진 

- 게임 개발  

- 서버 구축 

- 오큘러스 / Mindwave 최적화 구현 

오대경 

김상수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아이디어 선정 및 정보수집 60 

VR 기술연구 20 

시스템 총 설계 50 

유니티 서버구축 40 

리소스 분석 및 수정 60 

UI 분석 및 제작 30 

오디오 수집,수정,제작 40 

input에 따른 구현 40 

그래픽최적화 60 

네트워크 최적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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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및 디버깅 60 

합 510 

 

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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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발표 

프로젝트 기획 구체화 

 아이디어 선정 및 정보수집 

개발 환경 완성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2016.12.20 2017.03.15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시스템 총 설계 

유니티 서버 구현 완료 

산출물 : 

1. 유니티 서버 

2017.01.26 2017.03.15 

1 차 중간 보고 

리소스 분석 및 수정완료 

오큘러스 기술 연구 완료 

UI 분석 및 제작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7.03.15 2017.04.14 

2 차 중간 보고 

오디오 수집, 수정, 제작 

Input 에 따른 모션 구현 

그래픽 최적화 

네트워크 최적화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현 소스 

3. 모션인식을 하는 VR 게임 시연 

2017.04.14 2017.05.10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1. 시연 프로그램 

2017.05.11 2017.05.15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버그수정 

게임 테스트 

2017.05.15 2017.05.23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보고프로그램 

2. 최종보고서 

2017.05.15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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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김경필 

송병훈 

김선진 

아이디어 선정 및 정보수집 2016-12-20 2017-01-15 60 

전  원 VR 기술연구 2017-01-10 2017-01-25 20 

전  원 시스템 총 설계 2017-01-26 2017-02-27 50 

김선진 

오대경 
유니티 서버구축 2017-02-02 2017-03-15 40 

김상수 

오대경 
리소스 분석 및 수정 2017-03-15 2017-04-10 60 

전  원 UI 분석 및 제작 2017-03-18 2017-04-14 30 

김경필 

송병훈 
오디오 수집, 수정, 제작 2017-04-14 2017-04-28 40 

전  원 input에 따른 모션 구현 2017-04-14 2017-04-30 40 

김상수 그래픽최적화 2017-04-25 2017-05-10 60 

김선진 네트워크 최적화 2017-04-25 2017-05-10 50 

전  원 테스트 및 디버깅 2017-05-11 2017-05-23 60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오큘러스 DK2 - 1 대 Network Lab 2017-02-01 2017-02-07  

개발용 PC - 2 대 Network Lab 2017-02-01 2017-02-07  

오큘러스 DK1 - 1 대 
 Visual computing  

Lab 대여 
2017-04-01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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