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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언리얼 에디터의
인터페이스
이•장의•개요

- 언리얼 엔진은 편리하고 융통성 있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며, 모든 오브젝트에 대해 실시간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한다. 이 장에서는 언리얼 에디터의 인터페이스와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2.1 언리얼•에디터의•인터페이스

언리얼 에디터는 사용자가 구성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7개
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탭바와 메뉴바
2 툴바

4 모드

6 씬 아웃라이너

3 뷰포트

5 콘텐츠 브라우저

그림•2•-•1 언리얼 에디터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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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디테일

2.1.1 탭바와•메뉴바
1

탭바

탭에는 현재 편집 중인 레벨Level 이름이 표시되며, 오른쪽에는 프로젝트 이름이 표시
된다. 탭은 드래그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독립된 창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2

3

그림•2•-•2 탭바

1

편집 중인 레벨 이름. 레벨은 게임의 씬Scene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2

편집 중인 프로젝트 이름

3

간단한 피드백 보내기와 튜토리얼 버튼. [•피드백•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질문이나 개선 사
항 등을 전송할 수 있으며, [•튜토리얼•] 버튼을 누르면 현재 사용하는 기능에 대한 튜토리얼
을 표시한다.

그림•2•-•3 피드백 보내기

그림•2•-•4 언리얼 튜토리얼 창

2.1 언리얼 에디터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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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뉴바

기본적인 메뉴와 도움말 검색어 입력란 등이 있다.

1

2 3

4

5

그림•2•-•5 메뉴바

1

파일 레벨과 프로젝트의 저장 및 불러오기, 게임에 사용되는 각종 오브젝트의 임포트와
익스포트 등의 항목이 있다.

2

편집 되돌리기, 잘라내기 및 붙이기, 에디터 개인 설정, 프로젝트 세팅 등의 항목이 있다.

3

창 언리얼 에디터가 제공하는 각종 항목과 관련된 창에 대한 기능이 있다.

4

도움말 언리얼 엔진의 도움말 문서와 튜토리얼, API 레퍼런스, 포럼, 위키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의 링크가 있다.

5

도움말•검색 검색어를 입력하면 웹 브라우저에 관련 정보를 표시한다.

6

소스•컨트롤•버튼 메뉴바의 맨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아이콘이다. 소스 컨트롤Source Control
은 프로젝트 진행 중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거나, 팀 단위 프로젝트의 경우 각자가
수정한 부분을 팀원 전체가 동기화하는 것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버전 관리 툴이
다. 언리얼 엔진은 현재 Perforce와 Subversion을 지원한다. 소스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려
면 Perforce나 Subversion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7
그림•2•-•6 콘솔 입력 창

7

콘솔•입력•창 메뉴에는 나와 있지 않고
은 게임 실행 중에도

키를 누르면 뷰포트 아래에 나타난다. 콘솔 창

키로 호출할 수 있다. 콘솔 명령은 언리얼 엔진에게 내리는 명령

으로, 언리얼 엔진은 다양한 콘솔 명령을 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게임 화면의 스크린
샷을 저장할 경우에는 이 창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스크린샷은 [•프로젝트/Saved/

Screenshots•] 폴더에 저장된다.

HighResShot 1

(1~4의 수치를 사용하며 값이 클수록 해상도가 높다)

HighResShot 1024x768 (해상도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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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1.2 툴바
자주 사용되는 툴과 기능을 버튼으로 모아둔 곳이다.

1

2

3

4

5

6

7

8

9

그림•2•-•7 툴바

1

저장 현재 작업 중인 레벨씬을 저장한다. 이 버튼은 현재의 레벨만 저장한다. 프로젝트 전
체를 저장할 경우에는 Ctrl + S 키를 누르거나 [•파일••모두•저장•] 메뉴를 실행한다.

2

콘텐츠 콘텐츠 브라우저를 표시한다(제2.1.5절 참조).

3

마켓플레이스 언리얼 엔진 런처에 마켓플레이스의 콘텐츠를 표시한다.

4

세팅 작업 중인 프로젝트와 레벨의 세부적인 기능을 설정한다(제2.2.4절 참조).

5

블루프린트 새로운 블루프린트를 만들거나 기존의 블루프린트를 편집한다(제4장 참조).

6

마티네 마티네 창을 표시한다. 마티네는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게임에 사용하는 액터(오브
젝트)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애니메이션 제작 툴이다.

7

빌드 프로젝트 전체 또는 라이트나 지오메트리 등의 개별 요소를 빌드한다.

8

플레이 게임을 실행한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가 게임 모드가 되어서 캐릭
터를 조정할 수 있다. 게임 실행 중에 Shift + F1 키를 누르면 게임을 중지하지 않은 상태에
서 마우스가 빠져나온다. 버튼 오른쪽에 있는 [•▼•]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에 관련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9

실행 게임을 빌드한 후 독립된 창에서 게임을 실행한다.

2.1 언리얼 에디터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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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뷰포트
뷰포트는 게임의 레벨(씬)을 제작하는 곳이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뷰포트에서 실행된다.

1

2

3

4

5

6

7

8

그림•2•-•8 뷰포트

1

뷰포트•옵션 뷰포트의 표시 형식 등 세부 사항을 설정한다.

2

이동/회전/스케일 씬에 설치한 액터의 이동/회전/스케일을 설정한다.

3

월드/로컬•좌표계 액터의 기즈모를 월드/로컬 좌표계로 표시한다.

4

표면/이동•스냅 액터의 표면/이동 스냅 여부와 스냅 간격을 설정한다.

5

회전•스냅 액터의 회전 스냅 여부와 스냅 각도를 설정한다.

6

스케일•스냅 액터의 스케일 스냅 여부와 스냅 비율을 설정한다.

7

카메라•속도 레벨(씬)을 비추는 카메라의 이동 속도를 설정한다.

8

뷰포트•분할 뷰포트를 4개로 분할하거나 분할된 뷰포트를 확대한다.

뷰포트 분할
뷰포트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뷰포트가 원근, 정면(x축), 측면(y축), 상단
(z축)의 네 개로 분할된다. 분할된 창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분할된

뷰가 뷰포트 전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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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9 뷰포트의 분할

게임 뷰의 모드
뷰포트에는 조명의 방향, 게임의 실행 위치, 충돌체 등 실제의 게임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요소들이 시각화 도구를 통하여 아이콘 형태로 표시되는데, 이것을 기즈모Gizmo
라 한다. 게임 뷰는 화면의 기즈모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여 실제의 게임과 같은 상태
로 표시한다.

G

키를 누르거나 뷰포트 옵션의 [•게임•뷰•] 메뉴를 실행하면 게임 뷰 모

드가 토글된다.

그림•2•-•10 씬에 표시된 각종 기즈모(화살표 부분)

2.1 언리얼 에디터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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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모드
모드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와 각종 애셋을 종류별로 모아둔 곳이

다. 애셋 오른쪽의

버튼을 클릭하면 애셋에 대한 도움말을 웹 브라우저에 표시

한다.

1

2

3

4

5

6
7
8
9
10

그림•2•-•11 모드

1

배치 뷰포트에 액터를 배치

2

칠하기 스태틱 메시에 컬러나 텍스처 칠하기

3

랜드스케이프 랜드스케이프(터레인, 지형) 제작 및 편집

4

폴리지 랜드스케이프에 인스턴싱된 폴리지(나무, 풀, 바위 등) 배치

5

지오메트리•편집 BSP 브러시 편집

모드에서 기본으로 사용되는 것은 1 의 배치 탭에 수록된 애셋들이다.
6

기본 카메라, 충돌체, 플레이어 스타트, 타겟 포인트 등이 수록되어 있다.

7

라이트 게임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조명이 수록되어 있다.

8

비주얼 먼 원경의 안개, 조명의 반사체, 액체 효과를 위한 데칼 등이 수록되어 있다.

9

BSP 게임의 바닥이나 고정된 물체 등 씬 제작에 필요한 도형(브러시라고 한다)이 수록되어
있다.

10

볼륨 특정 영역을 설정해서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는 여러 종류의 볼륨
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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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콘텐츠•브라우저
콘텐츠 브라우저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모든 애셋과 리소스를 관리한다. 필요한
애셋을 찾고, 새로운 애셋을 만들거나 변경하고, 다른 프로젝트의 애셋을 가져오는
등 종합적인 콘텐츠 관리 툴이다. 콘텐츠 브라우저에 표시된 애셋을 더블클릭하면
애셋을 편집할 수 있는 에디터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머티리얼을 더블클릭하면 머
티리얼 에디터가 나타난다.

그림•2•-•12 콘텐츠 브라우저

언리얼 엔진은 버전에 따라 폴더 구조가 조금씩 다르므로 책에 표시된 콘텐츠 브라
우저의 폴더가 여러분의 화면과 조금 다를 수 있다. 콘텐츠 브라우저는 [•창••콘텐츠•
브라우저•] 메뉴를 이용하면 최대 4개까지 열 수 있으며, 콘텐츠 브라우저에서는 다

음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다.
•• 필터와 검색어를 이용해서 애셋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 애셋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할 수 있다.
•• 다른 프로젝트와 애셋을 공유할 수 있다.
•• 콜렉션을 만들어 자주 사용하는 애셋을 등록하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
•• 공유 콜렉션을 만들어 애셋을 등록하고 팀원들과 공유할 수 있다.
2.1 언리얼 에디터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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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씬•아웃라이너
씬에 설치된 모든 액터를 계층적인 구조로 표시한다. 씬 아웃라이너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림•2•-•13 씬 아웃라이너와 부메뉴

•• 액터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 다양한 검색 조건을 사용해서 조건에 맞는 액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 폴더를 만들어서 액터를 그룹화할 수 있다.
•• 특정한 액터를 다른 액터의 하위 액터로 만들 수 있다.
•• 액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콘텐츠•브라우저에서•찾기•] 메뉴를 실행하면 콘
텐츠 브라우저에 액터가 저장된 위치를 찾을 수 있다.
•• 액터를 더블클릭하거나 액터를 선택하고 F 키를 누르면 해당 액터가 씬의 중앙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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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디테일
씬 아웃라이너에서 선택한 액터에 대한 속성을 설정할 수 있다. 액터의 종류와 특성
에 따라 각각 다른 내용이 표시된다.

그림•2•-•14 디테일 패널

2.1 언리얼 에디터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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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에디터•커스터마이징

언리얼 엔진은 작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에디터를 제공한다. 언리얼 에디
터는 언리얼 엔진을 실행하면 맨 처음 나타나는 작업 공간으로, 씬(레벨이라고 한다)
을 디자인하고 애셋을 관리하기 위한 브라우저와 도구들이 수록되어 있다.

2.2.1 탭의•이동과•배치
에디터와 브라우저는 탭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독립된 창으로 표시할 수 있다.
탭의 제목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하면 탭이 결합할 영역이 표시된다. 사용
자가 설정한 상태는 에디터가 닫힐 때 자동으로 저장되어 다음에 에디터를 실행하
면 직전의 상태를 유지한다.

위에 결합

왼쪽에
결합

독립된 창으로 표시

아래로 결합

그림•2•-•15 패널의 이동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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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에
결합

2.2.2 탭•숨김과•탭•표시
탭의 제목을 숨기거나 표시하
는 기능이다. 탭의 제목을 숨기

1
2

면 조금이라도 작업 공간을 넓
게 활용할 수 있다. 탭의 제목
을 우클릭하고 [•탭•숨김•] 메뉴
를 실행하면 탭의 제목이 없어
진다. 제목이 없는 탭은 왼쪽
위에 노란색의 삼각형이 표시되
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다시 탭
의 제목이 나타난다.
그림•2•-•16 탭 숨기기와 보이기

2.2.3 툴바•크기•변경
언리얼 에디터의 툴바를 작은 버튼으로 표시하면 작업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
다. [•편집••에디터•개인설정•] 메뉴를 실행하고 [•외형•] 항목에서 설정한다.

그림•2•-•17 에디터 개인설정 창

2.2 에디터 커스터마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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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8 큰 툴바와 작은 툴바

2.2.4 엔진•퀄리티•세팅
엔진 퀼리티Scalability 세팅은 다양한 플랫폼과 하드웨어에서 게임의 최적화된 퍼포먼스
를 유지하기 위한 개념이다. 언리얼 엔진은 GPU의 자원을 많이 소모하므로 그래픽
카드의 사양이 낮은 컴퓨터에서는 언리얼 에디터의 실행이 잠깐씩 멈출 수 있다. 이
런 경우에는 자원을 많이 소모하는 처리의 품질을 조금 낮춰서 GPU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세팅••엔진•퀼리티•세팅•] 메뉴에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그림•2•-•19 엔진 퀄리티 세팅

여기에서 설정한 내용은 완성된 게임에도 반영되므로 게임을 빌드할 때는 게임의 플
랫폼에 따라 퀄리티를 다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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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언리얼•에디터의•언어•설정
언리얼 엔진은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에디터가 실행될 때 운영체제에 설정된 언어
를 사용하므로 국내에서는 한글판으로 실행된다. 초심자에게는 한글판이 편하기는
하지만, 한글화된 용어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점이 없지는 않다. 언리얼 엔진은
버전에 따라 한글 표기가 조금씩 달라지므로 이 점도 참고하기 바란다. [•편집••에디
터•개인설정•]에 사용 언어가 있으므로 이것을 이용하면 영문판으로 실행할 수 있다.

변경된 언어 설정은 언리얼 에디터가 다시 실행될 때 적용된다.

그림•2•-•20 언리얼 에디터의 언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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