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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게임 개발 플랫폼인 언리얼 엔진 4을 사용하여 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한 복싱 게임을 개발하

였다. 복싱 게임을 더욱 실감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 손에 부착한 VIVE 트래커로 복싱 동작을 

모션 트래킹하여 아바타를 제어하였다. 게임 모드의 경우 연습모드와 스파링모드로 구성하였다. 연습모드에

서 튜토리얼을 진행하여 게임플레이를 익힌 후 스파링모드에서 AI와 복싱 대결을 하도록 구현하였다. 스파

링모드는 AI와 플레이어가 대결을 하며 먼저 체력을 소모시키면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AI 캐릭터의 애니메

이션 재생 속도에 따라 4가지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가상현실 복싱게임은 VR기술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간편하게 복싱 운동을 즐길 수 있으며, 더 많은 VIVE 트래커를 활용하면 정밀한 모션 트래킹이 가능하여 

현실감을 높일 수 있다.

키워드: 언리얼 엔진 4(Unreal Engine 4), 가상현실(Virtual Reality), 

트래커(Tracker), 모션 트래킹(Motion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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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정체되었던 게임 및 VR 시장의 

성장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

19 발생 전후 미디어 기기별 하루 평균 이용량이 게임콘솔의 경우 

97.8%, VR기기의 경우 37.9% 증가했다. 코로나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하루 평균 이용량 증가율이 각각 44.5%, 41.2%로 4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현실 기술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성장성이 높은 기술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게임을 

제작하였고 복싱을 소재로 게임을 구현하였다.

II. Preliminaries

1. VIVE 트래커를 이용한 모션트래킹

VIVE 트래커는 물체나 신체에 부착하여 대상이 움직일 때 센서의 

위치에 따라 모션을 인식하고, 동작을 트래킹하여 가상현실의 캐릭터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VIVE 트래커를 양손에 

부착하여 게임을 플레이하므로 가상현실 게임을 더욱 현실적이고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

2. 언리얼 엔진 4를 이용한 게임 제작

언리얼 엔진은 미국 Epic Games사에서 개발한 3차원 게임엔진이

며 본 게임은 언리얼 엔진 4를 사용했으며 4.26버전을 사용했다. 

언리얼 엔진은 VIVE HMD와 트래커에 적합하고, 다양한 에셋 

등이 지원되고, 가상현실 콘텐츠의 품질도 우수하며, 블루프린트 

기법을 통해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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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그림 1과 같이 게임이 운영되도록 설계하였고, 주요 이벤트 구현 

내용으로 플레이어의 충돌감지와 AI의 공격패턴과 난이도를 설계하

고, 구현하였다.

Fig. 1. Game Sequence Diagram

1. 플레이어의 충돌감지를 위한 구조

플레이어가 빙의하는 Pawn에 Motion Controller를 2개 추가하고, 

각각의 자식으로 Static Mesh를 추가하여 Vive 트래커의 움직임에 

따라 가상공간 안의 권투글러브가 함께 움직이도록 구현하였다. 양손

의 권투글러브의 Collider의 Overlap 이벤트를 통해 플레이어의 

공격과 방어를 감지한다.

2. AI의 공격 패턴과 난이도

마지막으로 그림 2는 스파링모드 AI의 공격 패턴을 구현한 것이다. 

공격은 약한 공격과 강한 공격이 있으며 약한 공격은 딜레이가 없지만 

강한공격의 경우 딜레이가 큰 특징이 있다. 공격패턴은 변수(A) Atk 

Level과 변수(B) Atk Max를 이용하였고, 상대적으로 약한 공격을 

변수(B) 값만큼 반복한 뒤 딜레이가 큰 강한공격을 사용하도록 구현하

였다.

Fig. 2. Ai attack pattern

이 공격패턴과 함께 공격 애니메이션의 속도에 따라 4가지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체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속도를 나타내

는 Anime Speed값을 각각 다른 수치로 설정하였다. 표 1은 난이도에 

따라 곱하는 값을 나타낸 것이다.

난이도 Anime Speed에 곱하는 값

easy 2.0

hard 1.5

very hard 1.0

hell 0.5

Table 1. Difficulty setting

난이도를 4단계로 구분하였고, Amine Speed에 곱하는 값이 작아

질수록 공격 애니메이션의 재생속도가 빨라 난이도가 높다.

Fig. 3. Game play screen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언리얼 엔진 4와 VIVE HMD를 이용하여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 복싱게임을 제작하였다. 실감나는 플레이를 

위하여 음향효과를 사용하고, 일반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양손에 VIVE 

트래커를 부착하여 모션 트래킹으로 아바타를 제어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더 많은 트래커를 관절에 부착하여 정밀한 모션 트래킹을 

통해 현실감 있는 액션게임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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