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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과거와는 달리 전반적인 기술이 향상되면서 표현의 한계가 넓어지면서 3D공간에서 현실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다이내믹한 장면이 연출이 가능해졌다[1]. 플레이어의 반사 신경을 자극하여 캐릭터를 조작하는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액

션요소[2]를 덧붙여 다이내믹한 연출과 게임의 액션요소를 결합한 게임을 개발하였다. 

키워드: 액션 게임(Action Game), 다이내믹요소(Dynamic Elements)

I. 서 론

게임은 스토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진다. 소설의 구성처럼 갈등

구조를 가지고 플레이어가 계속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자극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다이내믹한 상황연출[3]이며, 이는 플레이어

의 반사 신경을 자극하여 캐릭터를 조작하는 쾌감을 느낄 수 있도

록 한다. 본론에서 액션게임의 특성을 분석해보고 이를 여러 사람

들이 단 시간 동안 흥미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목표로 어

느 과정으로 걸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한다.

II. 본 론

액션 게임의 다이내믹 요소는 총 4가지가 있으며 아래 표로 간

단하게 알 수 있다.

다이내믹 요소 액션의 다이내믹 요소

2개 이상의 객체 몬스터와 플레이어를 기본

움직임 캐릭터와 몬스터의 기본 애니메이션의 움직임

반응
이펙트의 시각적 효과와 카메라 연출 통틀어 

타격감

상호 작용  NPC와 사냥 또는 대화

[표1]다이내믹 4가지요소와 액션 요소의 상호관계

다이내믹 효과는 여러 게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이 되어 

있으며 이는 게임의 심리적 반응을 일으켜 보다 적극적인 플레이

를 일어나게 만들어 준다. 예를 들어 실제로 플레이어는 움직이지 

않지만 마치 움직이는 것 같은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인간

이 외부정보를 시각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그것이 대뇌 중추 신경

계로 전달되어 자극을 일이키고 다시 근육운동감각에 긴장감을 나

타나게 하여 시각적인 역동성을 느끼는 것이다.
3D액션 게임 중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이내믹 효과를 적용한 

‘Devil may cry’와 빠른 전투 시스템과 화려한 이펙트를 가지고 

다이내믹 효과를 적용한 ‘진삼국무쌍’을 분석했다.

    [그림1]Devil may cry            [그림2]진삼국무쌍

  

본 논문은 2014년 캡스톤디자인 수행 연구결과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2014. 7)

474

먼저 Devil may cry의 다이내믹효과를 표와 같은 순서로 분석

해보면 플레이어와 몬스터가 존재하지만 NPC가 없으며, 이는 스

토리 라인만을 따라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모두 처치해야 한다.’ 
라는 것을 잠재적으로 인식시켜준다. 애니메이션 또는 효과로 캐

릭터의 성격을 들어내거나, 몬스터를 타격할 시 나오는 무게감을 

강조하고 과장한 움직임은 현실감이 떨어지나 화려하고 큰 이펙트

와 카메라 효과 등 상황에 따른 사운드 효과 등 청각과 시각의 상

호작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주어 플레이어는 더욱 리얼하게 플레이

가 가능하고 몰입도가 높아진다. 또한 시네마틱 스토리라인을 진

행하는 것과 주요 퀘스트와 보조 퀘스트를 나누어 여러 컬렉션을 

모으는 시스템 등으로 메인클리어와는 다른 만족감을 주며 이는 

지속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만드는 컨텐츠와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진 삼국무쌍’을 보면 플레이어들과 NPC와 몬스터 

가 존재한다.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며 2명에서 하는 플레이는 전략

과 전술을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컬렉션 부

하 장수 와 DLC 등을 비교함으로 서로 경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플레이어와 NPC 몬스터 등의 액션은 간단하며 반

복동작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으며 화려한 이펙트와 액션과 애니메

이션에 과장이 있지만 1:1 같은 다수 수준이 아닌 1:100 또는 

1:200 등으로 군사 수준 비율로 한번 휘두르면 수십 명이 날아가

며 나오는 과격한 카메라 효과나 이펙트는 통쾌함을 준다. 
실제 역사와 오리지널 스토리로 나뉜 스토리라인과 원하는 캐

릭터 플레이 방식, 성장 시스템이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게임 프로젝트 ‘데드라인’은 ‘Devil 

may cry’의 시나리오 다이내믹 효과와 ‘진 삼국무쌍’의 군사 수준 

비율과 성장 시스템을 중점에 두고 개발하였다.

[그림630]‘데드라인’의 포스터 

데드라인 스토리는, 인류는 갑자기 침략해온 외계인들과 맞서 

싸워 오랜 전쟁 끝에 승리를 이끌었다. 그러나 긴 싸움으로 인류멸

종위기에 처하게 되고, 남은 소수의 과학자들은 과거를 되돌리기 

위한 타임머신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타임머신 사용할 수 있는 사

람은 딱 한사람뿐 이였고, 주인공(플레이어)는 인류를 대표로 역사

를 다시쓰기위해 과거 처음 외계인들이 침략해버린 다크시티로 타

임머신을 사용하게 된다. 주인공은 과거에 존재하던 군사비밀기지

에서부터 튜토리얼을 끝내고 전쟁터로 나가면서 게임은 시작된다.
 

[그림631]‘데드라인’의 군사비밀기지

[그림632]‘데드라인’의  튜토리얼 

 

데드라인에서는 플레이어와 몬스터만 등장하게 되는데, 플레이

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이라는 인식과 항상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느껴 게임플레이중 긴장감을 더해줌과 동시에 플레이어가 본능적

으로 ‘적=잡아야되는 몬스터’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했고, 타임어

택을 넣어 게임의 난이도를 좀 더 높여주도록 했다.

[그림633]‘데드라인’의 캐릭터 과장된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배경은 현실(실사)에 바탕을 두었지만 큰 과장된 모

션과 빠른 애니메이션으로 다이내믹 효과를 부각시키도록 제작 하

였다. 
헬멧으로 캐릭터 얼굴을 가림으로서 플레이어의 감정 이입을 

하기 쉽도록 해주고, 등에 있는 생명력 게이지는 플레이어 시야에 

계속 보임으로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알려주는 상호작용 요소로 개

발하였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에 대비해 이펙트의 컬러를 강열하게 

사용하여 다이내믹한 느낌을 더해주었으며, 검과 권 그리고 총에 

각기 다른 카메라효과를 주어 타격감에 힘을 싫어 주었다. 또한 보

스몬스터가 등장할시 카메라 모션을 넣어 다른 몬스터들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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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몬스터임을 보여주도록 노력했다.

[그림634]‘데드라인’의 화려한 이펙트

캐릭터의 성장 시스템은 ‘무기 성장’과 ‘콤보 성장’ 2가지 요소

가 있으며 콤보 성장으로는 새로운 액션을 볼 수 있고 플레이 할 

수 있으며, 무기 성장으로 플레이의 특성을 주어 플레이어가 특성

과 성향 따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작용을 크게 만들어

주었다. 

[그림8]‘데드라인’의 성장 시스템-무기,콤보

이는 저장 시스템이 없어 플레이를 할 때 마다 새로운 특성과 

성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빠른 타임어택 플레이에 의미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III. 결 론

‘데드라인’은 unity3D로 제작하였고 3인칭 백뷰 액션 슈팅 장

르이다. 
권,총,검 총 세가지 무기를 자유자재로 바꿔 전투가 가능하며, 

카메라 효과나, 이펙트, 애니메이션 등으로 다이내믹한 느낌을 더

한 게임이다. 
성장 시스템으로 플레이 하는 사람의 개성이 들어나도록 제작하

였고 기존 액션게임의 장점과 많은 인원을 상대하는 무쌍류 게임의 

장점을 같이 가져와 좀 더 재미있는 플레이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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