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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게임 배경과 게임 캐릭터의 효과에 대해서 나타낸다. 먼저 3개의 캐릭터 이미지를 주 캐릭터 로 만들 이미지에 

합성기법을 적용하여 캐릭터들을 합성한다. 합성하여 만든 캐릭터와 다른 캐릭터의 모양과 형태에 맞게 알맞은 배경 색상으로 

만들고, 각 캐릭터의 크기, 원근, 모양, 색상에 따라 효과를 적용한다. 따라서 게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정지 영상으로 표현하여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장면에 맞는 사운드를 삽입하여 게임 콘텐츠로서 시각과 청각과 움직임이 있는 게임 캐릭터를 제작한다. 
특히 배경색, 캐릭터의 번개 및 라이팅 효과색상 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제작하여 앞으로 게임 콘텐츠의 배경과 캐릭터 효과를 

제작하는데 모션그래픽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제작 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키워드: 합성 기법(composition technique), 애니메이션(animation), 게임 캐릭터(game character)

I. Introduction

최근 컴퓨터 정보 통신 기술 발전으로 컴퓨터의 성능향상과 네트워

크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모바일 통신의 발전으

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단말기로 모바일 통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게임 영역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컴퓨터 기술 향상과 모바일 기술 향상은 모바일의 성능 향상을 가져왔

고, 다양한 응용영역에서 사용된다.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오락과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게임시장이 더욱 성장추세를 나타낸다

[1]. 게임은 컴퓨터의 총아로서 최신의 컴퓨터기술의 집합체로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한다. 최근 게임시장은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세가 급속하게 성장하였다[2]. 이러한 성장에

는 다양한 게임 장르들이 사용되고 있고, 게임의 그래픽 기술과 프로그

램 기술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게임에 몰입하는 것은 현실에서 

또 다른 세계로 개개인의 사고와 생각과 기호에 맞게 콘텐츠가 구성되

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주얼이나 시각 효과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게임 배경과 캐릭터에 효과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간단히 표현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Game Background and Character Effect 

게임 배경은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는 배경 공간이다. 따라서 

그 게임과 일체감 있는 UI가 되어야 그 게임에 더 몰입할 수 있다. 
게임 배경은 게임 캐릭터나 텍스트, 혹은 게임의 복장, 장신구, 스타일 

등 다양한 조건과 양식이 존재한다. 요즘 TV에서도 쉽게 게임 광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 RAVEN    Fig. 2. Light Effect of 

RAVEN 

            

그림 1은 레이븐 게임인데 액션 모바일 게임으로 RPG 게임이다. 
무엇보다도 시각적인 효과이다. 고전적인 배경에 중세 시대처럼 칼과 

투구, 갑 옷 복장으로 적과 대적하는 강철의 제왕 게임이다.  캐릭터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4권 제1호 (2016. 1)

228

강화는 없지만 무기 강화를 함으로써 더 많은 스킬을 구사하는 게임이

다. 특히 장비의 레벨에 따라 달라지는 게임이다. 그림1 과 그림 

2의 장면에서 불이나 번개와 같은 빛 효과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캐릭터나 배경에 다양한 효과를 적용함으로써 게임의 극대화를 나타낸

다. 
  

Fig. 3. Clash of Clans

그림 3은 클래시 오브 클랜 게임으로 핀란드의 슈퍼셀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이다. 다른 플레이어가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것을 보호하

기 위하여 방어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건물 건축, 보호막 적립, 
그리고 유닛 훈련과 마법 생산을 하고 나서 다른 플레이어를 공격 

약탈하는 온라인 멀티 플레이어 게임이다. 여기서도 캐릭터와 전쟁 

무기 효과로써 불꽃, 화염, 연기 등의 효과가 크나큰 비중을 차지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는 그림 4와 같이 3개의 이미지 소스를 가지고 캐릭터로 

합성 기법을 적용하여 게임 캐릭터를 만든다. 또한 캐릭터의 모양과 

컬러에 맞게 배경 색상을 만들고, 배경과 게임 캐릭터에 특정 장면에 

해당하는 효과를 적용하여 마치 캐릭터들의 전투 장면을 연출한다. 

Fig. 4. Origin Source 

      

그림. 5는 그림 4의 3개의 캐릭터에 배경 색상을 적용하고, 캐릭터에 

대해서는 크기, 원근, 방향, 라이팅 효과, 렌즈플레이어 효과, 색상 

효과 등 다양한 효과들을 적용한다. 특히 라이트의 색상 크기, 모양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효과는 모션그래픽으로 애펙 

6의 이펙트를 사용하여 게임 배경 및 캐릭터의 효과를 만든다. 그리고 

각 캐릭터에 상황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여 장면에서 전투의 

모습으로 애니메이션과 효과를 주어 게임 캐릭터로서 제작한다.  

Fig. 5. Game Background 

Effect and Light Effect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게임 배경과 게임 캐릭터를 제작하고, 장면에 맞는 

전투 장면과 효과를 나타내어 보다 생생한 캐릭터의 전투 장면을 

콘텐츠로 제작하였다. 장면에 맞게 사운드와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여 

게임 캐릭터의 리얼리티를 더욱 높였다. 따라서 다양한 효과를 연출하

여 게임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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