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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게임제작을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 Unity 3D 엔진을 이용하여, 특수한 장르인 공포 게임을 제작해 본다. 이러한 공포 

장르에 맞는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함수와 Unity 3D의 기능들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Unity 3D 
게임 엔진이 제공하는 안개 효과, 사운드 효과 및 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하여 공포 게임에 어울리는 시각적, 청각적 효과를 쉽

게 구현하고, 그에 따르는 적절한 구현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키워드: 콜리더(Colider), 유니티3D(Unity3D), 호러게임(Horror Game)

I. 서 론

Unity 3D 엔진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실무에서의 편리한 사용

을 장점으로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

를 가진 엔진으로 이색적인 게임을 제작하여 게임 시장을 공략 할 

수 있다면, 이는 곧 시장을 선점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게임은 대체적으로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스토리를 진행하는 방식인 공포 장르의 게임이다. 이러한 

공포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시각적, 청각적 

효과와 기본적인 설정 및 거리 조절에 용이한 방법인 충돌체를 이

용한 특수 효과 구현에 주안점을 두어 제작한다. 

II. 사용자 효과

2.1. 시각적효과

게임의 요소에서 시각적 효과와 청각적 효과는 매우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한다. 오감을 자극하는 효과들은 공포 게임에서 더욱 부

각되어지며, 게임에서의 긴장감에 큰 역할을 수행한다. 시각적 효

과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죄수의 딜레마는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의 하나이다. 사용자는 일정 부분만 볼 수 있다는 

조건을 이용하여,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용자로부터 

게임에 몰입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1]. 본 논문에서 위의 기능

을 구현하기 위해 안개 효과(Fog effect)를 사용하며, 이 효과는 

메인 메뉴의 Edit에서 Render Settings에 있는 안개(Fog) 효과를 

체크만 해도 사용 및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고 효과

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2. 다양한 청각적 효과

공포 영화도 음소거로 시청하면 몰입도가 굉장히 줄어든다. 그
만큼 공포라는 장르에서 음향 효과에게 가지는 의존도는 매우 높

다. Unity 3D 엔진에서는 이러한 음향 효과를 설정하는 것에 있

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세밀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1. 거리에 따른 사운드 출력

Fig. 1. Sound output according to the 

distance

오디오 소스(Audio Source) 항목에서 사용할 사운드를 지정하

고, 거리 및 크기를 조절하여 사용자가 게임 진행을 하다가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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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사운드를 출력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오디오 소스에서는 사

운드의 크기는 물론이고, 3차원 사운드 세팅에서 최소 거리 및 최

대 거리를 설정하여 실감나는 사운드를 연출 할 수도 있다.

2.3. 애니메이션 및 특수 효과 구현

입체감 있는 3차원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은 사용자로 하여금 게

임의 재미를 제공하는 요소이다. 안개 효과 등의 시각적 효과가 추

가된 맵에 장소에 맞는 리소스를 배치하고, 각각 그 장소에서 스토

리를 보여 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캐릭터들을 배치해야 한다. 여
기서 캐릭터를 배치할 때 Unity 3D 엔진에서는 애니메이터 컨트

롤러를 이용한 각각의 애니메이션을 연결 후 캐릭터의 아바타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애니메이션 적용 후 게임 스토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플레이어와 다른 캐릭터 사이에 나타나는 반

응을 추가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캐릭터마다 보이지 않는 고유

의 충돌 체크를 이용하여 충돌 애니메이션이나 효과가 발동되도록 

한다[1,2].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으로 시선을 이동하게 되면 콜리더

(Collider)도 함께 이동을 하며 탐색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
렇게 생성을 한 후 각각의 콜리더에 공격을 하거나 뛰는 애니메이

션과 함께 그에 맞는 스크립트를 추가한다면 손쉽게 게임의 기능

을 구현 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지형에 보이지 않는 콜리더를 

생성 후 그 지역을 캐릭터가 이동했을 경우 다른 캐릭터나 아이템

이 움직이는 등의 이벤트를 추가 할 수 있다. 충돌체를 이용해서 

적을 생성하고 효과를 구현했다면 그에 대응하는 플레이어의 공격 

및 피격 효과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림 2. 마우스 클릭에 따른 효과 구현

Fig. 2. Effect using mouse click

그림 2와 같이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키보드를 이용해서 적에게 

총을 쏘거나 아이템을 사용하는 등의 조작 방법으로 플레이하는 

사용자에게 좀 더 많은 게임 진행의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시 할 

수 있다. 

III. 결론

본 논문에서 개발한 게임은 호러라는 장르에 맞게 무거운 분위

기에서 총기류나 열쇠, 손전등과 같은 아이템 습득을 하면서 슬프

고 어두운 스토리를 바탕으로 게임을 진행한다. 안개 효과와 조명

을 사용하여 시각적 효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은 

간단하며 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안 게임은 복잡한 알고리즘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게임의 분위기

에 초점을 두고 설계를 하여 다양한 방식의 클리어 루트와 함정, 
게임에 방해요소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되고, 
스토리 클리어에 대한 욕구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새롭게 사용자들

에게 접근하고 있다.

※ 본 논문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3년도 산학연협력 기

술개발사업(No. C0145600)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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