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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PC 플랫폼에서 공포 어드벤처 게임을 구현한 논문이다. 여름이 오면서 다양한 호러 콘텐츠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본 

게임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 호러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기반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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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여름이 오면서 계절을 노린 여러 호러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호러 영화 등의 콘텐츠가 많았지만 현재는 점점 게임 등의 

체험형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다. 체험형 호러 콘텐츠 중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호러 게임이 많지 않은 편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호러 게임들이 출시되고 플레이되고 있지만, 한국에는 화이트

데이 및 검은 방 등의 게임 말고는 제작 및 플레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II. The Proposed Scheme

1. 게임 설계 

본 게임에서는 복도형 아파트를 주제로 한 호러 콘텐츠가 없다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게임을 개발한다. 기존 호러 게임들의 

플레이 형식을 따라가면서도 맵의 특이성과 간단한 조작이라는 장점을 

가진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본 게임을 구현할 것이다. 

한국 호러 게임의 대명사인 ‘화이트데이’는 학교라는 친숙한 소재를 

통해 플레이어에게 접근하였고, 본 연구개발에서도 위에서 제시한 

게임과 같은 아파트라는 친숙한 소재를 통해 플레이어에게 접근한다.

2. 흐름도

그림1은 게임의 흐름도이며, 메인 메뉴에서 시작 버튼을 누를 

시 게임화면으로 넘어가고 게임종료 버튼 시 게임이 종료된다. 게임화

면에서 게임 클리어 시 점수 화면으로 넘어가며 점수 화면에선 메인 

메뉴로 돌아갈 수 있다. 플레이어가 사망하면 시작화면으로 되돌아간

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3. 맵

제안하는 맵(그림 2)은 총 3개의 층, 15개의 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파트의 구조를 최대한 살려 모든 층의 배치도를 똑같이 구성 

하였고, 집마다 가구의 배치는 다르게 하였다. 씬 이동 없이 3개의 

층을 한 번에 플레이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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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p Images

4. 플레이어의 조작

플레이가 어렵지 않도록 조작을 최대한 간소화 하였고, 플레이어는 

키보드의 w, a, s, d 키로 움직이며 오브젝트 근처에서 마우스 좌 

클릭 시 이벤트가 진행된다. 일부 이벤트의 경우 플레이어가 오브젝트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진행이 된다.

5. 점수

점수는 플레이 시간으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1초당 1점으로 계산하

며 낮을수록 고득점이다. 플레이 중에는 화면상단의 시간으로 점수 

확인이 가능하며 클리어 시 화면중앙에 띄워준다.

6. 몬스터 제작

그림 3과 같이, 몬스터는 총 4종류가 있으며 다음과 같다. ① 

플레이어가 특정 위치로 이동했을 시 작동을 시작하는 몬스터다. 

플레이어 방향으로 이동하며 근접 공격을 한다. 플레이어가 특정 

위치로 갈 경우 작동을 중지 한다. 게임 진행시 플레이어와의 상호작용

이 있으며 우호적으로 변한다.

② 플레이어를 계속 추격하는 몬스터다. 플레이어가 몬스터와 일정

거리 가까워 졌을 경우 플레이어를 공격한다. 집에 들어갈 경우 플레이

어 추격을 중지하고 스폰 포인트로 돌아간다.

③ 플레이어가 복도로 진입할시 일정 확률로 출현하는 몬스터다. 

랜덤 속도로 일직선으로 움직이며 맵 밖으로 나갈시 사라진다. 몬스터

가 생성됐을 경우 플레이어한테 알람으로 알려준다.

④ 맵 전체를 배회하는 몬스터다. 10초 간격으로 방향을 바꾸며 

플레이어의 시야 안에 들어왔을 때 플레이어한테 원거리 공격을 

가한다.

Fig. 3. Monster

III. Conclusions

다양한 장르의 게임이 출시되고 있는 지금 호러라는 아주 기초적인 

장르의 게임을 제안했다. 본 게임은 유니티3D[1,2,3]를 이용해 제작하

였으며 여러 호러 마니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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