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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제작한 가상현실 게임의 소개와 적용기술에 대해여 논한다. HTC VIVE를 이용하여 강력한  주요 게임 개발엔진 

중 하나인 Unreal engine4를 이용하여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VR 리듬게임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의 한계의 벗어나 

HUD로 좀 더 현실감과 몰입을 요구하는 게임개발을 목표로 리듬감 증진 혹은 운동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운드 플러그를 

이용하여 주파수별 스펙트럼을 시각화하여 재생되는 음원중 스펙트럼 값이 조건을 만족하면, 노트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일정 시

간이 경과한 후 사라지거나, 플레이어가 타격하여 점수를 획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플레이어가 노트를 맞을 경우 체력값이 

단계별로 낮아져 게임이 종료된다. 더 많은 곡과 맵을 추가하여 흥미소요를 늘릴 수 있으며, 단순타격이 아닌 조건이나 임무를 

부여 다양성과 복잡함을 추가해 낮은 접근성과 높은 정복성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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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가상현실(Virtual Reality)란 특정 환경, 상황을 만들어 사람이 

실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과 컴퓨터 

간의 접점이다. 정보를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실감나게 현실로 느끼게 만들어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현재 국내 주요 게임업계들이 5세대 이동통신이 상용화되고 가상현

실 게임 시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세대 이동통신으로 콘텐츠 

전송이 빨라져  VR 기기를 사용하는 게임이 늘어날 것이며, 동시에 

콘텐츠의 발전이 예상되며 우리 삶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구나 손쉽게 즐기며 운동효과를 보거나 리듬감을 

키울 수 있는 게임개발을 제안하려고 한다. 현재 시장에 출시된 모바일 

리듬게임의 대다수가 특정 포인트, 패턴에 맞추어 손가락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지만, 플랫폼의 한계에서 벗어나 HMD를 이용해 전신을 

사용하여 좀 더 현실감을 즐기거나 운동효과를 기대하며 좀 더 다양한 

게임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II. 본론

1. 개발 환경과 장비

에픽게임즈에서 제공하는 언리얼 엔진4를 사용하였고, 빠른 제작을 

위해 알고리즘 구현은 블루프린트를 사용하였다. Stream VR과 높은 

호환을 자랑하는 HTC사의 VIVE를 HMD로 사용하며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게임을 제작하였다.

2. 주요기능과 인터페이스 활용

개발한 게임에는 원활한 게임진행을 위해 사용자가 컨트롤러로 

인터페이스를 트리거를 클릭하며 진행되며, 이를 위해 VR모드로 

제작 되었다. 게임 시작과 함께 음악이 시작되며 음악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알고리즘 개발에 시간소요를 우려하여 3D 뮤직 플러그를 

이용하여 스펙트럼을 제작하여 일정 값이 넘었을 때 노트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플레이어를 향해 날라 가도록 설정했다.

플레이어는 본인을 향해 날아오는 노트는 가격하면 점수를 획득하

고 놓쳐서 맞을 경우 HP를 잃게 되어 게임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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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ame Process

Fig. 2. Spectrum Test of Music File 

Fig. 3. Game Screen

Fig. 4. Game End Screen

III. 결론

제안한 VR게임은 앞으로 성장할 게임 콘텐츠 시장에서 VR형 

리듬게임이라는 장르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수 있도록 개발하

였다. 초보자나 도전을 원하는 모두에게 쉬운 접근을 목표로 하였다.

사용자의 리듬감을 키우거나, 콘트롤러를 이용하여 큰 모션을 요구

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게임의 

알고리즘은 언리얼 엔진4 블루프린트로 제작 되었으며 앞으로 패턴과 

조건 및 맵과 아이템 추가로 좀 더 높은 완성도를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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