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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  콘텐츠 구현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unreal engine4를 사용하여 모션 트래커를 

이용한 가상현실 드럼 연주 게임을 제작하였다. 현재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다양

한 응용분야가 나타나고 있고 그중에서 체감형 콘텐츠가 몰입감을 높일 수 있다. 가상현실에서 더 많은 모션

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션 트래커를 이용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모션 트래커를 이용한 

게임 콘텐츠를 제작하여 드럼 악기를 몰입감 있게 게임 형태로 연주하는 체감형 게임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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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세계적으로 가상현실 기술이 의료기술(Medical Technology), 게

임(Game), 건강(health), 스포츠(Sports) 등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

어 발전하고 있다. 최근 가상현실 기술에 대하여 대중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각종 교육 훈련에 활용하는 

기술들이 개발되는 등 쓰임새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을 확보와 수급 등 투자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소니사, HTC 등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5G 기반 VR, 

AR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020년 VR, AR시장은 22조원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커지는 시장규모에 맞춰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악기 훈련용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면 다양한 입력을 요구하며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해 모션트래커를 이용한 가상현실 리듬게임을 

콘텐츠로 개발하였다.

II. 본 론

1. 모션 트래커를 이용한 드럼 리듬게임

여러 가지 악기 중에 드럼이 베이스 드럼이 발을 이용하여 조작하며 

양손과 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에 부착하는 모션 트래커를 사용하여 

리듬게임을 즐기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피아노나 다른 악기들

도 많지만 게임에 난이도를 고려하여 발판이 하나인 드럼을 이용하여 

게임을 제작하였다. 대부분의 악기를 이용해 연주하는 콘텐츠들이 

핸드 트래커들만 사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서 차별성과 난이도, 

재미를 생각해서 발판이 하나 있는 드럼리듬게임을 제안하여 개발했다. 

2. 리듬모션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알고리즘

Fig. 1. 컨베이어벨트 알고리즘 구현

Fig. 2. VR 드럼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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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게임이기 때문에 노드가 떨어지는 상황이 필요 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블루프린트로 컨베이어 벨트 모델을 이용하여 리듬 모션을 

구현하였다. 드럼 각각의 부분에 컨베이어 벨트를 연결 하여 마치 

음악 게임처럼 할 수 있게 했다.

3. 트래커를 사용하여 현실감 있는 드럼연주

본 논문에서 모션 트래커를 사용하여 베이스드럼을 연주해 더욱 

더 현실감 있게 드럼 연주를 재현 하였다. 

모션 트래커를 사용한 개발 환경은 Unreal Engine 4를 이용하였다. 

모션 트래커의 사용 이유는 다른 드럼 게임들은 손으로만 드럼연주를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트래커를 사용하여 손과 발을 함께 사용함으로

써 좀 더 현실감 있는 드럼 게임을 즐길 수 있다.

Fig. 3. 모션 트래커가 연결된 상태

Fig. 4. 모션 트래커 연동하는 블루프린트

Fig. 5. 드럼 리듬 게임 시연 화면

Fig. 6. 드럼 게임 콘테츠 메뉴 화면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션 트래커를 사용하고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여 

노드들이 생성되고, 다가오는 방식으로 구현하였고, 기존 드럼 게임들

과 달리 손으로만 치는 드럼 게임이 아니라 발도 사용하는 게임으로 

차별성을 두고 보다 더 현실감 있는 드럼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구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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