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6권 제2호 (2018. 7)

379

●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레이싱 게임에서 도시 맵을 빠르게 생성 및 합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레이싱 분류의 게임은 고정된 

영역이 아닌 넓은 영역을 이동하는 특징이 있지만 이를 위한 맵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이 문제는 

큰 지형 맵을 전처리 과정에서 생성함으로써 완화 시킬 수 있지만 고정적인 맵은 게임을 지루하게 만들며 그렇다고 다양한 맵을 

모두 전처리 과정에서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전처리 과정에서 지형 패턴을 만들어 

실시간에 맵을 생성하고 다양한 맵을 랜덤하게 합성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View-dependent기법을 제안하는 프레

임워크를 통합시켜 불필요한 렌더링 계산을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본 연구는 Unity 게임 엔진에서 개발했으며 레이

싱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에서 활용할 수 있다.

키워드: 지형 패턴 합성(Terrain pattern synthesis), 도시 맵 생성(City map generation), 레이싱 게임(Racing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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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에 인터랙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용자의 움직임을 고려

한 콘텐츠 개발이 증강/가상현실, 모바일 앱, 게임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2]. 대부분이 이동의 자유도를 높이고자 넓은 지형

을 원하지만 고정적인 맵으로 인해 콘텐츠를 지루하게 만든다. 전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맵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만 리소스나 계산시

간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지형이나 텍스쳐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합성기법들이 존재하지만 게임에 적용하기에는 계산비용이 매우 클뿐 

아니라[3], 이 접근법은 도로와 지형 내 존재하는 빌딩까지 합성하기에

는 충분하지 않다. 제안하는 방법은 자동차가 넓은 지형을 움직일 

수 있도록 자동으로 교차로와 도로뿐만 아니라 주변 빌딩까지 끊임없

이 생성/합성하여 고해상도 도시 맵을 생성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본 연구의 장점은 아래와 같다.

§ 시작 시 랜덤으로 일정 크기의 도로가 생성

§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도로를 생성

§ 모든 도로 방향과 건물들이 랜덤으로 배치

§ 모든 길이 막히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합성

§ 시점과 다른 방향의 오브젝트 렌더링을 비활성화

II. The Proposed Scheme

제안하는 방법은 도시 맵 합성을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전처리 

과정에서 도로, 교차로, 빌딩 등 4가지 종류의 프리팹(Prefab) 생성을 

시작으로 해서(Fig. 1 참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실행된다.

Fig. 1. Various prefabs in Unity.

도로 랜덤 생성 : 도로를 만들기 위해 2가지 배열을 사용한다. 

첫 번째는 같은 자리에 또 다시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일이 없도록 

제한하기 위한 오브젝트 배열이다. 두 번째 배열은 생성된 오브젝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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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방향을 저장할 배열이다. 도로를 생성할 때는 3개의 상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벽, 횡당 보도, 직진 도로), 우리는 교차로를 먼저 생성한 

후 교차로 사이를 도로와 건물로 이어주었다.

사용자의 이동 방향으로 도로 생성 :  사용자의 이동 방향으로 

도로를 생성하기 위해 자동차의 위치를 중심으로 만든 경계박스를 

이용하여 트리거(Trigger) 상태가 아닌 경우 해당 도로를 삭제한다. 

삭제 후 자동차의 이동 방향에 따라 도로 오브젝트를 합성한다.

사용자 시점 기반  렌더링 : View-dependent 렌더링 기법과 통합하

기 위해 우리는 메인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오브젝트 렌더링을 끄는 방법을 사용한다.

III.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Unity를 이용하여 개발하였으며 자동차의 위치를 

기준으로 도시 맵을 지역적으로 생성/합성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결과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전처리 과정에서 맵을 만들어

서 사용하는 기법과 결과를 비교하였다.

전처리 과정에서 큰 도시 맵을 만들어 놓고 레이싱 게임을 시작했으

며(Fig. 2 참조), 렌더링 뷰에서 보듯이 도로와 빌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지만 큰 도시 맵을 매 프레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 

실행이 느려 실시간 처리가 힘들다(영상 참조).

Fig. 2. Large city map calculated during preprocessing.

Fig. 3은 자동차 움직임에 따라 도로를 랜덤하게 생성하고 경계부분

을 또 다른 연결 도로 자연스럽게 합성한 결과이다. Fig. 2와는 다르게 

지역적으로 도시 맵을 생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연결된 도로 

맵을 만들었으며, Fig. 2에 비해 게임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졌다. 

Fig. 4는 View-dependent 렌더링 기술을 추가로 통합한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제작하는데 있어 Fig. 3보다  계산을 해야 하는 도시 

맵 영역을 월등히 감소시켰다.

Fig. 3. City map generation with our method.

Fig. 4. City map generation with our method and 

view-depend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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