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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게임 배경 그래픽 중 건축 구조물의 특성에 따른 건축물 모듈화 작업이 배경 그래픽 제작 

통일성과 효율성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고 향후 효과적인 건축물 제작 프로세스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키워드: 게임 배경 디자인(Game background graphic), 모듈러 건축물(Modular Buildings), 

모듈화(Modu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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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모듈화 시스템이 게임 배경 그래픽에서는 

어떻게 적용 되는지 알아보고 그 중 건축물 제작 모듈화 작업과정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건축물 제작 프로세스를 정리해 본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게임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구조는 산업 구조의 발달과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 발전 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시스템의 

전략화는 제작 공정을 줄임으로써 개발 기간을 줄이고 개발자의 

피로도를 줄임과 동시에 콘텐츠의 통일성과 확장성을 위해 오랜기간 

연구 되어 왔다. 게임 배경 원화 제작의 효율성을 위한 구조화된 

제작프로세스 연구[1]와 같은 자동화 프로세스 연구와 다양한 툴을 

활용한 그래픽 작업 프로세스를 개발사들이 R&D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거나 외주 중심 개발 환경[2]을 선택하는 개발사

들은 제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환경을 균일하게 관리하

여 균형잡힌 개발 환경을 구축해 가기 위해 다양한 제작시스템을 

도입했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리소스 모듈화이다.

게임 그래픽 또한 단순한 작업에서 복잡하고 많은 리소스를 만들어 

내야하는 구조로 변화해 왔다. 특히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많은 배경 

그래픽 리소스는 개발 일정 뿐 아니라 서비스 할 때의 지속가능한 

제작 공정에 있어 모듈화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 되었다.

분류 모듈의 예

실내인공구조 벽면, 기둥, 바닥, 천장

자연구조 절벽, 지형, 동굴

오브젝트 건축물, 동상, 분수, 벤치, 가로등 

자연물 덩굴, 덤불, 나무, 꽃

Table 1. Game environment graphic object

배경 그래픽 리소스 중 모듈화에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건축물 

모듈화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건축구조물 제작 프로세스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실제 모듈러 건축 공법[3]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사전제작 하여 

현장 설치 및 완성하는 프로세스를 가지는 탈현장 건축(Off-Slite 

Construction)공법이다. 이는 게임 그래픽 오브젝트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게임에 등장하는 건축물은 지역의 설정기획과 그래픽 스타일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보통은 지역별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 같은 

구역에는 통일된 디자인 양식과 스타일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의 전체적

인 느낌을 전달한다.[4] 역사적 시대적 특성 및 문화적 특성을 내포 

하고 있는 건축물은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기 위해 같은 지역내 건축물

들은 통일성 있는 컨셉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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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축물 

유적 리엘바르

크로나 항구

Table 2. Lost Ark, In-Game Background Image[5]

게임내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지역의 컨셉과 해당 건축물을 구조적

으로 분석하여 모듈화를 하여 제작과 배치를 하게 되면 지역을 통일성 

있게 만들 수 있고 구조 모듈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건축 결과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모듈자체를 변형 시킴으로써 새로운 컨셉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어 구조는 동일 하되 해당 모듈의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어 낼 수 있어 구조를 잡는 시간을 절약 할 수 있고 증명된 

구조를 반복적으로 만들기에 결과물을 테스트를 하는 과정 또한 

줄어든다.

하지만 모듈의 단위가 너무 작아질 경우 유지관리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효율도 떨어지게 된다. 디테일하게 작업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수정할 부분도 많아지고 관리하고 제어하는 시간이 들어간다. 또한 

조합과 반복된 사용을 고려해 디자인을 해야 하기에 디자인의 자유도

가 다소 떨어진다. 랜드마크나 다른 곳과 구분지을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지는 건축물의 경우는 여러번 쓸 수 없으니 모듈화의 큰 의미가 

없다.

Fig. 1. Megascan assets for Unreal Engine5

이러한 건축물 모듈화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지역을 제작함에 앞서 

그 지역에 사용될 건축물의 역할을 파악하고 모듈화 할 부분과 독자적

으로 제작할 부분을 구분하여 제작에 착수하고 모듈화 할 때 조합과 

배치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않도록 적당한 크기와 단위로 제작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IV. Conclusions

게임 배경 그래픽 리소스 중 건축물이야 말로 적절한 모듈화를 

통해 적은 자원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향후 더욱 체계화된 

프로세스 연구가 필요하다. 게임의 장르별 그래픽 스타일별로도 제작 

프로세스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자연물 및 기타 2D 

리소스의 모듈화도 추가로 연구해 게임 배경 그래픽제작 모듈화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정리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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