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9권 제2호 (2021. 7)

521

●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2019년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증가에 따라 집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Unity 개발툴 기반 VR(Virtual Reality) 다중접속 지원 게임을 개발했다. 기본적으

로 협동게임이고 게임 속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해결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고 다중접속

으로 만남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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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전 세계적으로 COVID-19 확산에 따라 만남을 자제하고 외출시 

마스크를 끼고 많은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생활 패턴 변화로 

인해 서로 만나지 않는 비대면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쓰고 게임, 영상, 

온라인등 서비스가 발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증가에 따라 

집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게임, 

OTT(Over The Top)등 비대면 사업 매출이 상승했다. 그러나 

COVID-19로 여가시간을 대부분 실내 또는 혼자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COVID-19 관련 심리상담 건수는 늘어나고 뉴스와 정보

에서 주로 느낀 감정은 불안, 공포, 충격이었다[1].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서 집에서 혼자 즐길 수 있는 여가에 관심이 

높이진 지금 우리는 게임 속에서 만남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

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임을 만들었다.

II. Preliminaries

2.1 Unity 엔진의 장점

Unity 는 엔진의 구매 비용이 저렴한 편에 속하고 있고 유니티 

퍼스널 에디션 경우 매출이 1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무료사

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에 있다[2]. 유니티의 이러한 개발자들의 친화적

인 정책은 개발함에 있어 매우 도움이 되며 완성도를 높혀준다.

2.2 Unity 엔진의 접근성

Unity 엔진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Graphic User 

Interface)는 사용자 친화적이고, 특히 유니티 에셋 스토어(Asset 

Store)에서 사용자들이 만든 디자인들을 구매해 빠르게 시제품을 제작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게임은 Unity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3].

III. The Proposed Scheme

3.1 네트워크 구상과 구현

Fig. 1. Network Concept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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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추리, 퍼즐게임의 기존게임 서버는 모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다. 반면에 개발한 이 게임 내에서 서버는 호스트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게 서버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Fig.1과 Fig.2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Microsoft Azure) 서버 사진과 게임 서버 네트

워크 내부구조 모습이다.

Fig. 2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Microsoft Azure) 서비스를 사용해 

웹앱 서비스를 설정한 사진이다[4].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버는 클라이언트 간 매칭을 위해서 웹서버를 운용함으로 트래픽의 

요구량이 많지 않아서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Fig. 2. Microsoft Azure Server

3.2 UI System Flowchart

Fig. 3. UI System Flowchart

Fig. 3은 게임 내에서 구현한 UI 사용자의 게임 실행화면 서버 

시스템이며 사용자는 게임을 실행하고 사용자 등록 및 로그인 화면을 

지나 서버 리스트 화면을 먼저 만나게 되고 서버를 개설할 경우 

대기실로 진입한다. 또는 이미 개설된 서버를 접속하여 대기실로 

진입한 후 준비가 완료되어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 씬 으로 진입한다.

3.3 게임 내 플레이어 상호작용

Fig. 4. In Game Interaction

Fig. 4는 키보드 유저와 VR 유저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게임 내 플레이어들이 상호작용하는 장면이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Unity VR(Virtual Reality)을 이용하여 퍼즐 및 

추리 다중접속게임을 만들었고 최대한 여러 플레이어들과 함께 플레이 

할 때 사실적인 느낌과 플레이어들의 흥미를 위해 떨어지는 발판, 

움직이는 장애물들과 다양한 에셋들을 활용해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들었다. 이를 활용해 퍼즐 및 추리 게임들이 

여러 플레이어들과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 많아질 필요가 있고 

좀더 문제해결 능력향상에 도움이 될 퍼즐 요소와 장애물요소를 

추가해 보완할 필요가 있고 클라이언트간 매칭을 통해 웹서버를 

운용하므로 비용면에서도 매우 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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