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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개발한 가상현실 게임의 소개와 적용기술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게임은 기존의 

게임과는 다른 몰입도와 평면을 넘은 가상의 공간, 활동적인 액션의 이점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과 같이 활동적인 플레이를 더하

기 위해 다중사용자 환경의 기반을 구현하고, 좀 더 활동적인 다중사용자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사격게임과 같이 

협력하여 플레이해 나가는 디펜스게임을 개발하였다. 개발도구로는 에픽 게임스의 언리얼 엔진4 v4.19.2을 개발엔진으로 활용하

였고, HTC Vive의 VR장비와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다중사용자를 위한 VR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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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가상현실 즉, Virtual Reality, VR 기술은  인터넷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점차 발전하고 주목받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전 세계 도시 곳곳에서 VR카페, VR체험관등 다수의 환경에서 VR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다수의 기업들이 VR시장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VR기술은 게임, 교육, e매핑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른  VR의 장점인 몰입도, 활발한 액션, 평면을 

넘은 가상의 공간을 포함하여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

이션을 더하여 가상공간에서의 멀티 커뮤니케이션 게임을 개발하면 

각각의 장점이 상호작용하여 많은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다중사용자 VR 게임콘텐츠를 개발하였다.

II. 본론

1. 다중사용자 환경의 이해

언리얼 엔진으로 개발한 게임은 블루프린트에서나 코드에서나 

클라이언트-서버 모델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 규칙, 상태 등과 

같이 게임 플레이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은 대부분 서버측에서 

처리하고, 그 중에서 클라이언트측이 인지해야하고 갱신할 내용을 

델리케이트와 같은 데이터 통신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언리얼 엔진

의 서버의 종류에 대해 분류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데, 리슨 서버와 데디케이트 서버 유형으로 나뉜다.

2. 레벨과 내부기능 및 인터페이스

본 논문에서 구현한 게임은 Main Level과 Shooting Level, 

Defense Level 설계를 하였고, 각 요소들간의 연동으로 구현하였으며, 

Main Level에서 각 게임 2개의 Level로 방을 만들거나 방찾기로 

레벨이동을 하게 하여 다중사용자 환경을 구현하였다. 

Shooting Level은 ShootingRange의 에셋을 기반으로 사격과 

타겟의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Defense Level은 simple move to 

actor의 이벤트와 각 트리거를 추가시켜 디펜스게임을 설계하고, 

인터페이스는 각 스테이지 수, 스코어 수, 남은 적의 수, 체력치, 

사용법 등을 구현하였다.

Fig. 1. Main & Ga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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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ulti-User VR Game

Fig. 3. Blueprint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언리얼 엔진4 기반의 다중사용자 VR 사격게임과 

디펜스게임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가상현실의 이점과 다중사용자 

환경을 구축하여 사용자간 소통을 상호작용시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VR 시장에 다양한 장르의 게임에 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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