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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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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한다. 게임적 개발의 세부 목표는 아래와 같다. 

  

1.1 VR로 즐기는 공포 게임을 개발한다. 

 -영화 ‘13일의 금요일’ 컨셉의 공포 게임을 VR 환경에 맞춰 개발한다. 

1.2 2인용 1:1 대결 게임을 개발한다.  

-사용자는 술래, 생존자 두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플레이 할 수 있게 한다. 

-술래 선택 시, 생존자를 공격할 수 있지만 시야에 제약이 있게 만든다. 

-생존자 선택 시, 시야적 제약이 없지만 술래를 공격할 수 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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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에 제한시간을 준다. 단, 게임의 제한시간은 옵션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한다. 

-술래는 제한된 시야 대신, 소리의 파동으로 생존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생존자는 소리를 내지 않고 숨을 수 있게 한다. 

-제한시간 내에 술래가 생존자를 죽이거나 생존자가 술래를 피해 방을 빠져나가면 해당 

사용자의 승리로 기록하고 게임을 종료 시킨다. (단, 생존자는 술래를 피해 퍼즐 이벤트 조

건을 완료하여야 나갈 수 있게 한다.) 

-제한시간 내에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둘 다 패배로 기록되고 게임을 종료 시킨다. 

1.4 게임 랭킹과 점수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에게 게임 내 랭킹과 점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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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서버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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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능한)’ 구조의 서버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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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를 기록하는 랭킹 시스템을 서버를 통해 제공한다. 

 

2.1.2  플레이어 인터페이스 및 인공지능 

게임 시나리오 진행을 위한 클라이언트 로직과 자체 개발한 최적의 술래 인공지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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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한다.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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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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서버 구축 

2.2.1.1 로그인 및 회원가입 

회원 가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WWWForm으로 데이터를 넣어 웹 서버로 보내게 된

다. 그러면 웹 서버에 있는 php로 작성한 로직에서 mysql로 접근하여 회원 가입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로그인 기능 이나 유저의 개인정보를 표시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행

하게 된다. 그리하여 초기 게임시작 화면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가능하다. 

 

(왼쪽 : 회원가입 c# 소스  , 오른쪽 : 회원가입 php 소스) 

 

 (통신 방식 설명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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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방 만들기, 방 참여 

 

(방 만들기, 방 참여를 제공하는 함수) 

방 만들기, 방 참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포톤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방 정보들 같은 데이터들은 포톤 서버로 주고 받는다. 서버 과금이 

무료 플랜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어 최대 방 개수를 6개로 고정시켜 

놓았으며 기본적인 기능인 방 참여, 방 만들기가 가능하여 배틀넷 서비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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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실시간 연동 

실시간 연동을 위해서 포톤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Serialize함수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포톤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Serialize 함수) 

 

(원격 프로시져 호출 함수 예시) 

 그리고 원격 프로시져 호출(Remote Procedure Calls)을 사용하여 원격 클라이언트에 있는 

함수를 호출 할 수 있다. 이 기능 또한 공격, 애니메이션 재생, 이벤트 처리 등 멀티플레이 

환경을 구현하는데 사용된다. 

진도 비교 : 유니티 서버구축 작업량은 총 40MD이다. 현재 작업량은 30MD이다. 현재 기

본적인 연동상황(캐릭터 이동)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클라이언트 쪽이 진행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동기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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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플레이어 인터페이스 및 인공지능 

2.2.2.1 술래 인터페이스 

 

 진행사항 : 구입한 술래 리소스를 적용하여 애니메이션 로직을 작성한다. 유니티 애니메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풋 값

에 의해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도록 한다. 

 Murderer.cs 

술래에 붙어있는 움직임을 컨트롤 하는 기본 스크립트, 

Awake() -> Start() callback 함수를 통해 술래 플레이어의  

변수를 초기화 한다.  

플레이어의 상태 체크와 애니메이션을 실행하는  

PlayerStateCheck(), PlayerAction() 코루틴 함수를  

호출하여 매 프레임 검사 및 실행한다. 

사용자 인풋 값을 받아 캐릭터를 이동시키고, 

공격 버튼을 누를 시 공격을 하는 

애니메이션 로직에 따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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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생존자 / 인터페이스 

 

 진행사항 : 구입한 생존자 리소스를 적용하여 애니메이션 로직을 작성한다. 유니티 애니메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풋 

값에 의해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도록 한다. 현재는 걷기, 뛰기, 앉기, 앉아서 걷기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 될 애니메

이션을 적용 할 예정이다.  

 Survivor.cs 

생존자에 붙어있는 움직임을 컨트롤 하는 기본 스크립

트, 

Awake() -> Start() callback 함수를 통해 생존자 플레이

어의  

변수를 초기화 한다.  

플레이어의 상태 체크와 상태에 따른 애니메이션을 실

행하는  

PlayerStateCheck(), PlayerAction() 코루틴 함수를  

호출하여 매 프레임 검사 및 실행한다. 

상태는 아무 입력이 없을 경우 Idle, 

이동 조작 버튼 클릭 시 Walk, 

Walk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 시 Run. 

Space 버튼 클릭 시 Crouch, 

Crouch 상태에서 이동 시 CrouchWalk 상태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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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비교  

 input에 따른 구현의 총 작업량은 40MD이다. 진행한 작업량은 20MD이다. 현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모두 알파 단계까지 구현 완료 하였

다. 따라서, 앞으로는 게임 로직에 따라 GameManager와 이벤트 처리를 위한 EventManager, 실시간 동기화를 위한 NetworkManager를 작

성한다. 추가될 애니메이션을 생존자 인터페이스에 적용하여 완성한다. 

또한 사용자가 혼자일 경우를 대비한 자체 A.I를 개발해서 혼자서도 플레이 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2.2.3  리소스  

2.2.3.1 그래픽 : 모델링 / 애니메이션  

① 모델링 수정 및 작성 : 게임의 배경 오브젝트, 캐릭터 오브젝트, 기타 오브젝트를 부분 

구매, 수정(리모델링, 리텍스쳐링)한다. 

  

(왼쪽 : 게임 배경 수정 오른쪽 : 게임 배경 수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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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테리얼 노딩 : 오브젝트에 광원, 그림자, 질감 등의 효과를 연결해 준다.  

사용된 텍스쳐 맵은 알파 맵, 노말 맵, AO 맵이다. 

  

리모델링 : 구입한 오브젝트를 게임 시나리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다시 한다. 

축음기를 예로 들면 손잡이와 디스크에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게 새롭게 모델링 한다. 

(텍스처 작업 또한 리터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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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 모델링 추가 : 시나리오에 필요한 자체 제작 오브젝트를 구입한 술래 모델링에 추가한다 

 

 ② 애니메이션 작성 및 외주 :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애니메이션과 고퀄리티의 애니메이션

을 외주하기 위해 트리 구조의 애니메이션 리스트를 작성한다. 

 

 

(애니메이션 트리 : 하얀색 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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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진도 비교 : 3D 작업량은 총 60MD이다. 현재 작업량은 30MD이다. 1/2의 작업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수행계획서 기준 ‘리소스 분석 및 수정’은 3~4월로 돼있다. 비교하면, 현재 3D 작업

은 모델링 : 20MD 애니메이션 : 10MD 정도 지연되고 있다. 이는 디자이너 1인 구조란 인력 과부

하로 인해 발생된 문제이다. 따라서 아래와 (수정사항에서 기술한다.) 같이 리소스 제작 범위를 

1/3로 축소 시키고 디자이너의 인력을 모델링에만 집중시켜 진행한다. 애니메이션은 업체 외주 

의뢰를 이용해 모델링 시간에 같이 진행시켜 시간 리스크를 최소화 한다.   

 

2.2.3.2 그래픽 : UI 

① 메인 로고 작성 : 게임의 전체적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 있는 로고를 먼저 디자인한다. 

 

(게임 메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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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dummy 게임 UI 작성 : UI 개발에 앞서, 개발적 필요에 의한 UI를 작성한다. 

 

(왼쪽 : 더미 메인 화면 오른쪽 : 더미 배틀넷 화면) 

③ 진도 비교 : UI 작업량은 총 30MD이다. 현재 작업량은 20MD이다. 1/3의 작업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수행계획서 기준 ‘UI 분석 및 제작’은 3~4월로 돼있다. 비교하면, 현재 UI 작업은 

10MD 가까이 지연 되고 있다. 이는 디자이너의 인원이 1인인 점과 개인적 일정이 많이 밀려서 

생긴 일이기도 하지만, 리소스 중요도를 판단한 결과 프로젝트 자체적으로 4~5월로 미루어서 생

긴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일정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트리 구조, UI 리스트 구성을 4월 내

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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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사운드 : 효과음 / 배경음 

① 필요 리스트 작성 : 필요한 효과음을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 리스트를 작성한다.  

 

(게임 속 효과음 리스트) 

② 효과음 녹음 및 다운 : 본 게임에 어울리는 양질의 효과음을 수집한다. 단, 무료 효과음

을 다운받거나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효과음만을 녹음함에 유의한다. 

 

(그림 왼쪽 : 곰녹음기 오른쪽 : 4월 5일 기준 효과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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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효과음 수정 : 싱크 맞춤, 울림 효과 등 더 퀄리티 있는 효과음을 제공하기 위해 아래

와 같은 편집 소프트웨어로 수정 작업을 한다. 

 

(그림 왼쪽 사운드포지 오른쪽 골드웨이브) 

④ 진도 비교 : 오디오 작업량은 총 40MD이다. 현재 작업량은 10MD이다. 1/4의 작업진행

률을 보이고 있다 수행계획서 기준 ‘오디오 수집, 수정, 제작’이 4~5월로 예정돼있다. 비

교하면, 오디오 부분은 매우 빠른 진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효과음 부분에서 완성 직전

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작년에 진행했던 게임 프로젝트에서 모았던 효과음 

라이브러리가 큰 역할을 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일정은 필요 배경음 산출, 외주 의뢰 기

간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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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뇌파 컨트롤러 

3.1.1.1 설명 : 삭제 

추진했던 뇌파 컨트롤러 (마인드 웨이브) 디바이스를 프로젝트에서 삭제했다. 

3.1.1.2 이유 : 불편함 

① 너무 많은 디바이스 : 마인드 웨이브, 조이스틱, 오큘러스 리프트, 키보드, 헤드셋 사용

자가 사용해야 할 디바이스가 5개나 돼서 조작감에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을 거라 판단

해 포기했다. 

② VR 장비와의 엉킴 : 오큘러스 리프트를 착용했을 때 이마에 쓰는 마인드 웨이브 착용

이 불가할 것이라 예측. 착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흘러내릴 가능성이나 엉킴, 끼임의 가능

성 등이 존재해 결론적으로 게임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판

단해 포기했다. 

③ 예산 상황 : 뇌파 컨트롤러는 30만원 정도로 현재 학교 예산에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컨트롤러 이외에도 본 게임 프로젝트 자체에 투자해야 할 다양한 자원들(디자인 리소스, 

그래픽 카드 등)이 부족한 실정을 생각하면 30만원이라도 더 아껴 게임에 투자해 퀄리티

를 높이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해 포기했다. 

3.1.1.3 향후 계획 

삭제한 채로 진행한다. 대신 아낀 예산을 온전히 게임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부분, 그래

픽 리소스나 음향 리소스, 에 더 투자한다. 디바이스 또한 더 이상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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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그래픽 리소스 

3.1.2.1 설명 : 축소 ∙ 수정 

추진했던 그래픽 리소스 제작의 프로젝트 범위를 축소하고 그래픽 수정에 집중했다. 

3.1.2.2 이유 : 인력, 시간, 비용 

① 인력 : 디자인 인원 2명 중 1명이 개인 사정으로 팀에서 이탈했다. 또한 나머지 한 명

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인력 부족 상황을 감안하여 리소스 완전 

제작은 불가능하다 판단했고 기존의 1/3의 범위로 축소시켜 진행했다. 

② 시간 : 4월 기준, 디자인 인원 1명이 군입대 전까지 쓸 수 있는 기간 (4주), 업체에 외

주하는 기간 (3주)등을 조사해 본 결과 5월 26일 전시회까지 쓸 수 있는 총 개발 시간이 

촉박하다. 따라서 리소스 완전 제작은 불가능하다 판단했고 기존의 1/3의 범위로 축소시

켜 진행했다. 

③ 비용 : 모델링 가격 (평균 60만원), 애니메이션 가격 (평균 동작당 10만원)의 업계 정가

를 고려해봤을 때 현재 프로젝트가 가진 비용 (학교 지원비 36만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존의 1/3의 범위로 축소시켜 진행했다. 

3.1.2.3 향후 계획 

현재 나온 리소스에서 더 이상 추가 없이 진행한다. 남은 리소스 제작은 작년 프로젝트에

서 만든 리소스를 재활용하거나 인터넷에 존재하는 무료 리소스를 리터칭해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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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5 고충 및 건의사항 

 

1. 예산이 부족하여 최소 사양의 VR , 그래픽카드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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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VR 게임을 위한 중간사양이상 환경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