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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y 3D(이하 유니티) 세계에 입문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애플의 앱 스토어로 시작

U

된 애플리케이션 오픈 마켓은 이제 새로운 S/W 유통으로 확고하게 정착되었습니

다. 오픈 마켓은 소프트웨어 유통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개발자가 전업자이든 부업
자이든, 또한 전문가이든 비전문가이든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
다. 오픈 마켓에 등록한 S/W의 평가는 모두 사용자 몫이므로 개발자는 S/W의 유통에 대

한 부담이 없이 오직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픈 마켓에 등록된 S/W 중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갈수록 그 비중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라면 (개발자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이 직접 게임을 개
발해서 전 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상상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게임 개발
이라는 분야가 초보자가 도전하기에는 그 장벽이 너무 높으므로 대부분은 상상으로 그치
고 맙니다.
또한 게임의 플랫폼이 과거의 PC에서 웹(Web)을 지나 XBox, PS3, 닌텐도 등과 같은 전용
게임기뿐만 아니라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의 환경까지 날로 다양해지
고 있습니다.‘이들 플랫폼에서 모두 실행되는 게임을 만들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개발자들의 영원한 소망일 것입니다. 만일 그럴 수만 있다면 개발자들은 더 이
상‘어떻게 만들 것인가’
를 떠나서‘무엇을 만들 것인가’
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유니티가 있습니다.
유니티는 독립 개발자가 멀티 플랫폼용 게임 개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혁신적인 2D 및
3D 게임 엔진입니다. PC 및 Mac 기반에서 유니티 무료 버전으로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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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수 있으며, 게임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고 직
관적인 개발환경과 설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게임 개발이 기획, 디자인, 프로그램이라는 분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었지만,
유니티는 이것을 통합함으로써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게임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획기
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통합 환경은 게임 디자이너에게는 새로
운 장이 될 수 있지만, 게임 개발자에게는 자칫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니티는 쉽고
간결한 코드로 게임을 개발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능력보다는 디자인 능
력이 더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이너가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더 빠른가, 아니면 프로그래머가
디자인을 배워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더 빠른가는 명확한 답이 없겠지만, 유니티를 사
용한다는 전제 조건이 주어진다면 저는 기꺼이 디자이너에게 한 표를 던질 것입니다. 왜
냐하면 유니티의 프로그램은 그만큼 매우 간결하고, 프로그래머가 디자인을 배우는 것보
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이 유니티로 2D 및 3D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
랍니다. 이 책은 유니티의 기초부터 완성된 게임을 만드는 과정까지 순차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결과보다는 원리와 과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제 게임 개발에 입문하려
는 초심자의 수준에 맞췄으므로 독자들이 중학생 정도의 기초 지식만 있다면 무난히 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장의 내용을 충실히 학습하면 자신이 구상하
고 있는 게임은 디자인 등의 부분에서 완성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Unity 3D 시작하기

이 장은 유니티의 특장점과 설치 과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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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유니티의 기초 I

이 장은 유니티의 인터페이스와 게임 개발에 꼭 필요한 공간 벡터에 대해 배울 수 있다.
3장 유니티의 기초 II

이 장에서는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움직이는 과정을 학습한다.
4장 게임 제작의 기초

간단한 탱크 대전 게임을 만들어 가면서 유니티의 기능과 게임 제작의 기초 과정을 자연
스럽게 배울 수 있다.
5장 Space Shooter

실제의 슈팅 게임을 만들어 가면서 게임 디자인과 처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학습
한다.
6장 Arkanoid

스테이지를 구성하기 위한 맵(Map)을 만들고 표시하는 과정과 스테이지를 동적으로 구성
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예제로 사용한 게임은 블록 격파다.
7장 기억력 테스트

카드 짝 찾기 게임을 통해서 오브젝트의 애니메이션과 게임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8장 슬라이딩 퍼즐

슬라이딩 퍼즐을 만들어 가면서 게임의 저장과 불러오기, 게임 옵션 설정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다.
9장 운석 피하기

미니맵과 배경 화면을 360°자유롭게 스크롤하고, 게임 오브젝트를 스크롤하는 배경에 동
기화시키는 방법 등에 대해 학습한다.

XX

UNITY 3D로 배우는 실전 게임 개발

10장 게임을 안드로이드용으로 변환

5~9장의 게임을 안드로이드용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 스마트폰의 터치 식별과 가상의
조이스틱을 구현하는 방법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다.
11장 터레인 사용하기

3D 게임의 기본 배경인 지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게임을 만들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독자들은 최소한 다음 중 적어도 두세 가지는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조금은 할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는 잘 모르지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다.
•포토샵을 조금은 다룰 줄 안다.
•포토샵은 잘 몰라도 윈도우 그림판은 다룰 줄 안다.
•중학생 정도의 기초 지식은 있다.
•3ds 맥스나 마야, 블렌더 등의 3D 툴을 다룰 수 있다(대환영).
이 책에서 만드는 게임은 모두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다른 언어에 비해 배우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책에서 사용한 프로그램도 자바스크립트의
특수한 문법 등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프로그래밍을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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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다운로드와 독자 Q&A
이 책에서 사용한 각종 리소스, 프로젝트 파일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책
의 내용에 대한 궁금증 등은 아래의 독자 Q&A란이나 이메일을 보내시면 최대한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독자 A/S 안내

•프로젝트 파일 다운로드

http://book.androidside.com

•독자 Q&A

http://book.androidside.com

•온라인 강좌

http://androidside.com 개발마당 - 게임강좌 - 저녁놀 게임강좌

•저자 블로그

http://foxmann.blog.me

•저자 이메일

foxmann@naver.com

모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게임 개발 실력을 한층 높여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마음대로
구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제이펍 출판사의 모든 임직원들과 저녁놀
게임강좌의 장을 마련해주신 안드로이드사이드의 운영자 카이로(한동호) 님, 친절한 답변
과 많은 자료를 제공해주신 Unity 본사 및 UnityKorea 임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2012년 새 봄에
박승제(필명 저녁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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