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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구현할 수 있는 개발도구인 Unreal Engine4를 사용하여 객

체지향 설계도구인 블루 프린트(Blue Print)로 좀비 슈팅 게임을 개발하였다. 본 게임콘텐츠는 1인칭 시점의 

주인공 캐릭터가 게임 인공지능으로 공격하는 좀비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는 생존을 목표

로 하는 콘텐츠이다. 게임 조작 방법은 컨트롤러(Controller)로 가상 슈팅 무기를 이용하여 제한시간 동안 공

격하는 좀비들을 물리치고 가상공간에서 생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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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다양한 시공간을 넘나드는 일들이 현실에서 재현된다는 것은, 어느

새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이다. 

가상현실에서 더 나아가 언급되는 기술에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이 있다.

최근 세계적인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앞 다투어 가상현실의 

시대를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조사업체들이 

다양한 수치를 통해 향후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상현실기술 시장의 확대를 전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현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인 가상현실 

1인칭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에 나와있는 슈팅 

게임과 비교하여 몰입도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주제를 

좀비로 정하고, 난이도를 조절하여 좀비 슈팅게임을 구현하였다.

II. 본론

1. 몰입감을 높이는 좀비 슈팅게임

게임콘텐츠의 주요 내용은 가상의 게임 맵을 배회하면서 캐릭터에게 

질주하는 모든 좀비들을 슈팅건으로 물리치는 방식의 게임 콘텐츠로 

긴장감을 높여 몰입감을 주고 있다. 기존 직접 보행하며 넓은 공간을 

활용해야 했던 VR FPS게임과는 달리, 게임 컨트롤러(Controller)를 

사용해 인터페이스를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2. Unreal Engine4을 이용한 게임 구현

Unreal Engine4의 블루 프린트를 이용하여 좀비가 공격 했을 

때 캐릭터의 데미지 처리와 무기의 액션을 구현했고, 좀비가 필드에서 

배회하며 캐릭터 움직임을 감지하여 추격하도록 게임 인공지능을 

개발하였다. 좀비를 공격했을 때 데미지를  히트당 10으로 설정하였고, 

만약 체력이 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사라지게 된다.

Fig. 1. 게임 콘텐츠 흐름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8권 제1호 (2020. 1)

148

Fig. 2. 슈팅건과 슈팅시 액션 알고리즘

게임 콘텐츠의 배경맵을 에셋을 이용하여 그림 3과 같이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실행하여 진행하고 있는 게임 주요 장면을 

그림 4와 같이 볼 수 있다.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Unreal Engine4의 블루프린트를 이용하여 생존게

임을 바탕으로 가상현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재미와 스릴감 넘치며 

높은 몰입도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맵 에셋을 이용하여 

게임을 더욱 실감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좀비와 무기 등 다양한 

애셋들로 더욱 실감나고 몰입도를 높였다. 

VR을 이용한 게임들은 장시간 플레이시 멀미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 컨트롤러(Controller)조작 시 

자유도를 더 부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Fig. 3. 구현한 게임 콘텐츠 맵

Fig. 4. 캐릭터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Fig. 5. 구현한 가상현실 게임콘텐츠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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