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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사실적인 총기의 메커니즘을 반영한 가상현실(이하 VR) 사격 연습 게임의 설계 및 구현을 제안한다. 이 게임은 

사용자가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모션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실제 총기를 손에 쥐고 발사하는 듯 한 현실감을 주기 위해 사실적

인 그래픽과 주변 환경 뿐만 아니라, 총기의 반동이나 노리쇠의 움직임, 장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실적인 총기 작동을 구현하

고, 게임이라는 본질에 맞게 스코어 시스템과 같이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를 개발하여 VR 응용 소프트웨어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키워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사격(Shooting)

I. Introduction

VR 분야가 본격적으로 개척되기 시작한 건 불과 2~3년 전이고, 

제대로 된 VR 게임이 출시되기 시작한 건 1년 미만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아직 생소한 VR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VR 시장의 가능성을 개척하는데에 기여하는 목표를 둔다. 

개발 엔진에는 Epic Games사(社) 의 Unreal Engine 4, 현재(2017.6 

기준) 가장 최신 버전인 4.16.1이 사용됐으며 플랫폼은 PC이다. 

개발 초기 목표는 총기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엔진 내의 알고리즘(블

루프린트)을 활용하여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Unreal Engine 4 VR 개발 플러그인 VR Expansion Plugin[1]을 

뼈대로 하여 그 위에 점진적으로 기능을 추가하였다. 추가적으로는 

해당 게임의 연구 개발을 위해 Unreal Engine 4 개발과 관련된 

온라인 자료를 조사하며 진행하였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국내 동향

국내에서 개발된 PC용 VR 게임은 극소수다. 예로는 VR 내에서 

온라인으로 골프를 즐기는 “VR Golf Online”, 또는 부산항을 배경으

로 한 퍼즐 형식의 게임 “CRANGA!: Harbor Frenzy“가 대표적으로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 눈에 띄게 선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면 

아직 국내의 PC용 VR 게임시장에는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최근 LG가 세계적인 PC게임 플랫폼 

회사인 Valve와 제휴하여 PC용 VR 헤드셋을 개발 중[2]에 있는 

등 VR산업을 향한 투자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VR 시장이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이 점을 활용하여 본 연구가 국내 VR 게임 산업의 

첫 시작에 기여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Design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개발 중인 VR 게임의 한 화면을 캡쳐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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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개발 중인 게임의 화면

사용자는 모션 컨트롤러를 실제 손에 쥔 상태이며, 그 위치에 

맞게 게임 내 화면에선 가상의 손 모양이 보인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오른 손에는 권총을 쥐고 있고 타겟을 적중할 시 왼 손 

방향에 있는 숫자에 점수가 즉각적으로 시각화되는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는 상태다.

Fig. 2. 소총류를 두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자는 두 손을 모두 이용하여 소총 

같은 긴 총기를 잡을 수 있어서 더 사실적인 경험이 가능하다. 

2. Implementation

언리얼 엔진은 C++을 이용한 기능 개발도 가능하지만, 블루프린트

라는 개념으로 시각화(Visualization)된 알고리즘 설계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3]. 

Fig. 3. 총기 액터를 이루는 블루프린트

그림 3에서는 총기 모양의 단순 3D모델 파일이 VR 내에서 사실적인 

총기로 활용될 수 있게 해주는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

Fig. 4. 플레이어의 점수를 추가하는 알고리즘

하나의 예시로, 그림 4는 플레이어가 특정 타겟을 맞출 때 점수를 

추가시키는 기능을 하는 블루프린트다. 그 외에도 장탄수에 대한 

알고리즘, 반동의 사실적 표현, 탄피의 배출, 총기 부품들의 움직임 

등을 블루프린트로 구현하였다. 위와 같은 작은 알고리즘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이 되고 그 기능들이 모여 전체적인 게임의 시스템이 

완성된다. 

IV. Conclusions

한국의 게임 산업은 2017년 기준 총 매출 10조원[4]에 이를 정도로 

거대하지만, 온라인게임이 아닌 PC 패키지 게임 산업은 매출 500억원 

내외로, 허무할 정도로 규모가 작은 실정이다. VR게임의 규모는 

더더욱 작으나, 미래를 예측해보면 현재 VR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한국의 VR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갖고 발전에 참여할 것이며, 나아가 한국에서 

특히 부진한 PC 패키지 게임 시장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도 재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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