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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 2018 게임 프로그래밍 세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즈음의 모바일 단말기는
성능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통신뿐만 아니라 카메라, GPS, 중력가속도, 터치 센서 등 PC에는
없는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소형화와 휴대성이라는 강력한 장점이 있어 모바일 기기의
시장이 PC 시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의 시장이 커짐에 따라 게임 시장의 판도가 급변하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 게임
시장 매출의 51%가 모바일에서 나오고 있으며, 모바일 게임 시장은 연평균 26.8%씩 성장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1,064억 달러(약 114조 5,928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요즈음의 모바일 게임은 작은 화면과 하드웨어의 제약으로 인해 화려한 3D 게임보다는 아기자
기한 2D 및 2.5D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
니다. 그러나 인터페이스와 조작법이 단순한 모바일 게임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게임 자체가 단순하므로 그만큼 쉽게 싫증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게임의 수
명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게임 개발사나 인디 및 개인 개발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게임을 개발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 게임의 퀄리티(Quality)가 높을 것
• 개발의 생산성이 높을 것
• 멀티 플랫폼을 지원할 것
유니티 3D는 PC, 콘솔, 모바일, WebGL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게임을 개발할 수 있
는 멀티 플랫폼 게임 엔진으로, 아직까지는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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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우선 가벼운 에디터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므로 초심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으며, 특히 모바일 개발을 기준으로 수많은 레퍼런스 코드와
다양한 플러그인 등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중급자 정도만 되어도 개발에 어려움 없이 쉽고 빠
르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책은 유니티를 이용해서 게임을 개발해 보려는 입문자나 초·중급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
고 있습니다. 이 책은 3D 게임과 2D 게임 개발 과정을 두루 다루고 있지만, 2D 모바일 게임
개발에 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습니다. 이 책의 예제는 모두 유니티 2018.2 버전을 사용하
고 있는데, 유니티 2017 이후의 버전은 64비트 컴파일러이므로 32비트 운영체제에서는 실행되
지 않습니다.
유니티 3D는 컴포넌트(Component) 기반의 게임 엔진입니다. 게임 오브젝트에 고유한 기능과
속성을 가진 다양한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오브젝트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들은 유니티가 제공하는 다양한 컴포넌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예제 프로젝트는 WebGL로 빌드하여 웹사이트에 저장해 두었으며, 프로젝
트의 끝에 WebGL URL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완성된 게임을
미리 실행해 봄으로써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과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책은 예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게임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성된 게임을 최종 빌드하
는 과정까지 게임에 필요한 컴포넌트와 게임의 로직을 구현하는 스크립트 작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개발에 필요한 리소스와 완성된 프로젝트는 모두 표지 날개에 쓰인 깃허브
(GitHub)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의 C#은 유니티의 컴포넌트와 내장 함수에 특화되어 있으므로 독자들에게 마이크로소
프트 C#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
명은 다루지 않으므로 독자들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문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할 것
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문법을 전혀 모르는 독자라면 C#의 기본 문법을 함께 학습하
면 초심자라도 이 책에서 다루는 프로젝트를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사용한 대부분의 리소스는 지은이가 제작한 것이 아니고, 제작자로부터 책의 예제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을 받은 것이므로, 이 책의 리소스를 상용 프로젝트 제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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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의 소프트웨
어는 업그레이드 속도가 빨라서 독자가 학습하는 시기의 실제 화면이 책과는 조금 다를 수 있
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리소스의 사용을 허락해 주신 제작자들에게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또한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주)제이펍의 임직원들과 좋은 의
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베타리더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이 여러분의 게임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의 내용이나 프로젝
트 제작 등에 관한 질문은 출판사의 독자 문의용 메일이나 지은이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심
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제(저녁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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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딩 후기

강찬석(LG 전자)
초급자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유니티 UI에 기반하여 각 기
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게임 구현 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를
반영한 프로젝트 기반의 예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다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책 내용을 따
라 차근히 실습해 본다면 책 속에 담긴 많은 노하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초·중
급자를 위한 괜찮은 유니티 개발서입니다.
김용현(Microsoft MVP)
유니티는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강력한 무기와 다양한 서적, 커뮤니티, 그리고 수많은 블로그
등 참고 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따라서 유니티는 1인 개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게임
엔진입니다. 이 책은 간단한 C# 문법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독자라면 에셋 스토어 활용을 포
함해 유니티를 이용한 게임 만들기의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모든 내용을 쉽게 이해하며 실습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책 내용대로 예제를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결과물로 뿌듯해하
는 자신을 만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종욱(네이버)
프로그래밍에 관한 기초 지식만 있으면 누구든 게임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래
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친절한 저자의 설명과 그림 하나하나에 자세히 묘사된 게임 제작 과
정을 통해 유니티를 막 입문한 개발자들이 더이상 유니티와 게임 프로그래밍을 겁내지 않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베타리딩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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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율
유니티 2D 게임을 만드실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단비 같은 책입니다. 그동안 디자이너가 유니
티 책을 내신 적이 많았는데요, 그런 책들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역시 개발자가 책을 써야 코
드가 아름답습니다. 이 책이 다른 유니티 책을 이기고 1등 하겠네요.
현승철(유니토 엔터테인먼트)
유니티 엔진은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개발 도구에 걸맞게 빠르게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가장 최신 버전인 유니티 2018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설명 및 이를
활용한 게임 제작이 핵심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게임을 완성할 수 있
고, 숙련된 개발자 또한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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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유니티 시작하기

• 이 장의 개요

• 유니티의 특/장점 및 유니티가 지원하는 플랫폼
• 유니티 설치

• 유니티 회원 가입과 로그인
• 유니티 튜토리얼

1.1

유니티 소개

유니티 3D 엔진(이하 유니티)은 아마추어 및 전문 스튜디오를 포함한 모든 게임 개발자에게 가
장 대중화된 게임 엔진으로, 특히 모바일 게임 개발 분야에서 최고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
습니다. 유니티는 2001년 덴마크에서 처음 개발되어 2005년 애플의 WWDC(Apple Worldwide
Developers Conference,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유니티 1을 선보인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니티는 게임의 플랫폼이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하던 시기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몇 가지 요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무료(Personal Edition) 및 프로 버전(Professional Edition) 제공
• 멀티 플랫폼(Multi-platform) 지원
• 통합 개발 환경(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IDE) 제공
• 3D 및 2D 개발 환경 지원
• 물리 엔진, 지형 엔진, 라이트 엔진, 3D 사운드 엔진 등 다양한 빌트인 미들웨어(Built in
Middleware) 내장

• 애셋 스토어(Asset Store) 제공
• 오픈 커뮤니티(Open community)

그림 1-1 유니티는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한다(출처: unity3d.com).

1.1 유니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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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유니티 애셋 스토어. 다양한 애셋을 무료 및 유료로 구입할 수 있다.

그림 1-3 유니티로 만든 게임들(출처: unity3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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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4 일몰의 태양광 효과를 표현한 유니티의 Global Illumination(출처: unity3d.com)

1.2

Visual Studio 2017 설치

유니티 2018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컴파일러로 사용하므로 유니티를 설치하기 전에 비주얼 스
튜디오를 먼저 설치합니다. 유니티를 설치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를 함께 설치하는 옵션이 있지
만, 그것을 사용하면 비주얼 스튜디오의 설치 환경을 설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주얼 스
튜디오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니티와 비주얼 스튜디오
를 각각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검색해서 설치 페이지에 접속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1.2 Visual Studio 2017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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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Visual Studio 2017 설치 페이지

[Visual Studio 2017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Visual Studio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타나므로

Visual Studio 2017 Community를 선택합니다.

그림 1-6 Visual Studio Community 2017 다운로드

앞 그림의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다운로드한 후 그것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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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Visual Studio Installer

이어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설치 옵션을 설정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❶

❷

❸

❹

그림 1-8 Visual Studio 2017 설치 옵션

❶ .NET 데스크톱 개발 C#은 닷넷(.NET) 프레임워크용 개발 언어이므로 이 옵션을 선택한다.
❷ Unity를 사용한 게임 개발 이 옵션을 선택하면 유니티의 구버전이 설치될 뿐 아니라 유니티 설치 환

경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이 옵션은 선택하지 않는다.
❸ 변경 비주얼 스튜디오의 설치 폴더를 변경한다.
❹ 설치 비주얼 스튜디오의 설치를 시작한다.

[설치] 버튼을 누르면 비주얼 스튜디오의 설치가 시작됩니다.

1.2 Visual Studio 2017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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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및 설치

비주얼 스튜디오의 설치가 완료되면 인스톨러 창을 닫고 유니티를 설치합니다.

1.3

유니티 설치

유니티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Personal Edition과, 전체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
는 Professional Edition이 있습니다. Personal Edition은 게임의 Splash Screen 등의 일부 기
능을 사용할 수 없지만, 어지간한 게임은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티에 입문하려는 사람
은 Personal Edition으로 금전적인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1.3.1 유니티 다운로드
유니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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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 다운로드 https://www.unity3d.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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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Unity 2018 다운로드 홈페이지

그림 1-11 유니티 Personal 버전 다운로드(https://store.unity3d.com/kr)

1.3 유니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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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그림 1-12 유니티 Personal 사용 조건에 동의하고 유니티 2018 다운로드

다운받은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유니티의 설치가 시작됩니다.

그림 1-13 유니티 2018 설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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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라이선스에 동의함

이어 설치할 컴포넌트를 설정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❶
❷
❸
❹

❺

그림 1-15 설치할 컴포넌트 선택

1.3 유니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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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유니티를 설치한다.
❷ 앞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했으므로 이 옵션은 설정하지 않는다.
❸ 안드로이드 빌드용 라이브러리를 설치한다.
❹ 아이폰 빌드용 라이브러리를 설치한다.
❺ WebGL 빌드용 라이브러리를 설치한다.
❸~❺의 라이브러리는 게임을 빌드할 때 추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선택해야 할 옵션은 아

닙니다.
여기에서 설치하지 않은 컴포넌트는 나중에 필요할 때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모든 컴포
넌트를 일괄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어 다운로드 폴더와 설치 폴더를 설정하는 창
이 나타나므로 기본값을 사용하거나 설치 폴더 등을 지정합니다.

그림 1-16 다운로드 폴더와 유니티 설치 폴더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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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유니티 설치 시작

1.3.2 유니티 로그인과 회원 가입
유니티의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유니티 아이콘이 생성되며, 이것을 더블클릭하면 유니
티가 실행됩니다. 유니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이 필요하므로 유니티 계정이 있으
면 로그인하고, 없으면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림 1-18 유니티 로그인

1.3 유니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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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니티 계정 만들기
유니티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림 1-18의 ‘Create One’ 링크를 클릭해서 새로운 계정을 만듭니다.

그림 1-19 유니티 계정 만들기

새로운 계정을 만들면 등록한 주소로 이메일이 발송되므로 메일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등
록을 마무리합니다. 등록을 완료한 후 [Continue] 버튼을 눌러 유니티를 시작합니다.

그림 1-20 계정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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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니티 로그인
계정을 만든 후에는 로그인하여 유니티를 시작합니다. 로그인 정보는 PC에 저장되므로 로그
인은 맨 처음 한 번만 하게 됩니다.

그림 1-21 유니티 로그인

(3) 유니티 라이선스
유니티에 로그인하면 유니티 라이선스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나므로 Unity Personal을 선택한
후 [Next] 버튼을 누릅니다.

그림 1-22 유니티 라이선스

1.3 유니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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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 Personal 버전은 유니티로 개발한 게임의 수입이 1년에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무료이며, 그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면 일정한 비율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음 창에서

10만 달러 미만 항목을 선택하고 [Next ] 버튼을 누릅니다.

그림 1-23 유니티 Personal 버전의 라이선스

이것으로 유니티 계정에 대한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창에서 [Start Using Unity] 버튼을
누르면 유니티가 실행됩니다.

그림 1-24 유니티 로그인 및 라이선스 설정 완료

16

CHAPTER 1 유니티 시작하기

1.4

유니티 Tutorial

유니티는 입문자를 위해 다양한 튜토리얼을 제공하므로 이것을 활용하면 유니티의 기본적인
기능을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유니티 시작 화면에서 Lean 탭을 선택한 후 [다운로드] 버튼
을 클릭합니다.

그림 1-25 유니티 시작 화면

다음은 ‘01:Play & Edit Mode’를 실행한 화면입니다.

그림 1-26 01 : Play & Edit Mode의 실행 화면

1.4 유니티 Tu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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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의 [Next] 버튼을 누르면 유니티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한글이 지원되지
않아 아쉽지만, 핵심적인 단어가 강조되어 있으므로 영어를 잘 모르더라도 그 의미를 어느 정
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1-27 게임 실행 화면

[Next] 버튼을 계속 누르면 [▶]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의 목적은 이

동 키나

W

S

A

D

키를 이용해서 화면 아래 Game View에 있는 주인공을 미로 중심의 목

적지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림 1-28 �▶� 버튼은 게임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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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 주인공을 목적지로 이동

각각의 튜토리얼은 유니티의 세부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이므로 한 번씩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1.4 유니티 Tu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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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니티의 기초

• 이 장의 개요

• 유니티의 기본 오브젝트 및 좌표계
• 오브젝트의 이동, 회전, 확대/축소
• 컴포넌트와 속성

• 자유낙하와 반사, 오브젝트의 매핑

• 충돌의 판정, 배경 음악과 사운드의 처리
• 스프라이트 다루기
• 카메라와 라이트

3.1

새 프로젝트 만들기

유니티의 시작 화면에서 [New] 버튼을 누릅니다. 유니티가 실행 중인 경우에는 File  New
Project 메뉴를 실행합니다.

그림 3-1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

이어 프로젝트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므로 프로젝트 이름과 대상 폴더
등을 설정합니다.

❶
❷
❹

❺
❻

❸
❼

그림 3-2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

3.1 새 프로젝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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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이름과 같은 새로운 폴더가 만들어지므로 폴더 작성 규칙에 맞도록 작성한

다. 한글을 포함하면 안 된다.
❷ 대상 폴더 여기에서 지정한 폴더에 하위 폴더가 생성된다. 경로Path에 한글이 포함되면 안 된다.
❸ 대상 폴더 변경 이 버튼을 누르면 탐색기가 나타나므로 대상 폴더를 설정한다.

❹ 제작자 프로젝트 제작자를 입력한다. 제작자는 유니티 계정을 만들 때 입력한 Username이다. ❼의

옵션이 ON인 경우에만 표시된다.

❺ 게임의 타입 3D를 선택하면 씬에 기본 조명과 스카이박스Skybox가 추가되지만, 2D인 경우에는 기본

카메라만 주어진다. 이 설정은 프로젝트를 만든 후에 변경할 수 있다.

❻ 애셋 추가 게임 제작에 필요한 애셋을 추가한다.
❼ 유니티 분석기 사용 여부

유니티 분석기Unity Analytics는 출시한 앱에 대한 각종 통계의 분석 도구다.

이 옵션을 ON으로 설정하면 별도의 유니티 서버에 프로젝트가 등록되며, 고유한 프로젝트 ID가 부여

된다. 이 옵션이 OFF인 경우 ❹의 제작자는 표시되지 않는다. 이 옵션을 OFF로 설정하더라도 프로젝
트 진행 중에 옵션을 바꿀 수 있다.

정식으로 출시할 프로젝트가 아니면 ❼의 옵션을 OFF로 설정합니다. 프로젝트를 만들면 새로
운 씬이 추가되며, 씬에는 기본적으로 Main Camera와 Directional Light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씬의 배경은 Default Skybox가 적용됩니다.

그림 3-3 새 프로젝트 화면

42

CHAPTER 3 유니티의 기초

위 화면은 씬 뷰와 게임 뷰를 넓게 표시하기 위해 프로젝트 브라우저를 하이어라키 아래로 이
동한 상태입니다.

3.2

유니티의 기본 오브젝트

게임 제작에 필요한 리소스는 개발자가 준비해야 하지만, 게임의 일정 부분은 유니티가 제공
하는 기본 오브젝트Primitive Object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티가 제공하는 3D
오브젝트입니다. 하이어라키의 Create  3D Object의 메뉴에 있는 오브젝트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오브젝트를 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❶
❷
❸
❹
❺
❻
❶

❷

❹

❸

❻

❺
그림 3- 4 유니티의 기본 오브젝트

❶ Cube 1 × 1 × 1 크기의 정육면체
❷ Sphere 반지름이 0.5인 구(공)

❸ Capsule 반지름 0.5, 높이 2인 캡슐

❹ Cylinder 반지름 0.5, 높이 2인 원기둥

❺ Plane 10 × 10 크기의 눕혀진 평면. 바닥 및 이미지 표시용
❻ Quad 1 × 1 크기의 세워진 평면. 이미지 표시용

Plane이나 Quad와 같은 평면 오브젝트는 앞면만 표시되므로, 오브젝트를 뒤집거나 카메라를
오브젝트의 뒷면으로 이동하면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3.2 유니티의 기본 오브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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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의 Unit

3D 그래픽스의 오브젝트는 벡터Vector 그래픽이므로 확대하더라도 경계면이 거칠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오브젝트의 스케일Scale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오브젝트의 절대적인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3D 그

래픽스에서는 오브젝트의 크기를 설정하기 위해 유닛Unit이라는 가상의 단위를 사용하는데, 유닛의 단위
는 m, cm, mm, inch 등 작업 환경에 맞게 임의로 설정해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3ds Max나 Maya 등의 디자인 분야에서는 유닛을 cm로 설정하지만, 유니티의 유닛 단위는
m이다. 따라서 유니티의 Cube는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m인 오브젝트다.

3.3

유니티의 좌표계

좌표계는 공간상에 있는 오브젝트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으로, 2D 좌표계와 3D 좌표계가 있
습니다.

그림 3-5 2D 좌표계와 3D 좌표계

(1)

2D 좌표계

평면 좌표(데카르트 좌표)라고도 하며, 2D 게임에서 스프라이트Sprite의 위치, 크기 등을 설정하
거나 게임의 UI 제작에 사용합니다. 유니티에서는 2D 좌표를 Vector2(x, y)로 표시합니다.
(2)

3D 좌표계

공간 좌표(월드 좌표)라고도 하며, 3차원 공간에 있는 오브젝트의 위치, 크기, 회전각 등을 설
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3D 좌표는 Vector3(x, y, z)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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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왼손 좌표계와 오른손 좌표계

3D 좌표계는 2D 좌표계에 z축을 추가한 것이므로, z축의 방향을 정하는 방식에 따라 왼손 좌
표계와 오른손 좌표계로 구분됩니다. 다음 그림은 왼손 좌표계와 오른손 좌표계를 표시한 것으

로, 캐릭터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z축의 방향입니다.

캐릭터

관찰자

캐릭터

관찰자

그림 3-6 왼손 좌표계와 오른손 좌표계

왼손 좌표계에서는 관찰자(플레이어 또는 카메라)가 캐릭터의 뒤에 있으므로 관찰자는 캐릭터의
뒷면을 봅니다. 오른손 좌표계는 관찰자와 캐릭터가 마주 보는 상태이므로 관찰자는 캐릭터의
정면을 봅니다. 유니티는 왼손 좌표계를 사용하므로 게임 화면에 보이는 것은 오브젝트의 뒷
면입니다.

3.4

Scene View 다루기

씬 뷰는 게임을 디자인하는 곳으로, 많은 작업이 씬 뷰에서 이루어집니다. 씬 뷰는 사용자의 눈

을 가상의 카메라로 설정하고, 가상의 카메라가 보는 시점으로 오브젝트를 표시합니다.

3.4.1 Scene Gizmo
씬 기즈모는 카메라가 보는 방향을 표시하는 아이콘으로, (x, y, z) 축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다

음 그림은 씬 뷰에 Cube를 추가한 후, 스카이박스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4 Scene View 다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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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Scene Gizmo

(1)

Perspective View와 Isometric View

퍼스펙티브 뷰는 원근이 적용되어 가까운 곳은 크게, 먼 곳은 작게 표시하는 뷰입니다. 아이소
매트릭 뷰는 원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거리와 상관없이 오브젝트의 실제 크기로 표시합니다.

씬 기즈모의 가운데나 씬 기즈모의 아래에 표시된 글자 부분을 클릭하면 퍼스펙티브 뷰와 아
이소매트릭 뷰를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이소매트릭 뷰는 씬에 오브젝트를 배치한 후 실제
의 크기를 확인하는 등에 사용합니다.

그림 3-8 Perspective View와 Isometric View

(2)

Scene Gizmo의 축 정렬

씬 뷰를

Alt

+ 왼쪽 드래그하면 씬 기즈모의 방향을 임으로 바꿀 수 있으며, 씬 기즈모의 원뿔

을 클릭하면 해당 축에서 오브젝트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즉, 빨간색의 x 원뿔을
클릭하면 우측면도가 표시됩니다. 씬을 특정한 축으로 정렬하는 기능은 오브젝트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정확하게 맞출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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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Scene Gizmo의 축 정렬. 윗줄은 Perspective View, 아랫줄은 Isomatric View

윗줄의 퍼스펙티브 뷰와 아래줄의 아이소매트릭 뷰를 비교하면 글자 앞에 표시된 아이콘의 모
양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씬을 디자인할 때, 위 그림의 맨 왼쪽과 같이 씬 기즈모의 y축을 수직으로 고정하고, x축이 오
른쪽, z축이 모니터의 안쪽을 향하도록 설정하면 작업하기 편합니다.
(3)

Scene Gizmo의 고정

씬 기즈모의 오른쪽 위에 있는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하면 씬 기즈모가 현재의 방향으로 고정
됩니다. 씬 기즈모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씬의 이동 및 줌은 가능하지만, 방향은 바꿀 수 없으
며, 씬 기즈모가 흐린 색으로 표시됩니다. 자물쇠 아이콘을 다시 클릭하면 고정이 해제됩니다.

그림 3-10 Scene Gizmo가 고정된 상태

3.4 Scene View 다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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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Scene View의 이동/회전/줌
씬 뷰의 카메라는 이동, 회전, 줌 인/줌 아웃할 수 있으며, 마우스로 조작합니다. 씬 뷰의 카메라
는 게임을 디자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실제 게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씬 뷰의 카메라
를 제어하는 것은 마우스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툴바의 컨트롤 버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동(마우스 휠 드래그,

Q

카메라를 회전(오른쪽 버튼 드래그,

)
Alt

+ 왼쪽 드래그)

카메라를 줌인/줌아웃(마우스 휠 스크롤,

Alt

+ 오른쪽 드래그)

3.4.3 오브젝트의 이동/회전/확대 및 축소
씬 뷰의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오브젝트의 방향을 나타내는 기즈모가 표시됩니다. 방향 표시
기즈모는 (x, y, z) 축의 컬러를 Red(x), Green(y), Blue(z)로 표시합니다. 툴바의 변환 버튼을 누

르면 기즈모의 형태가 바뀌는데, 왼쪽 버튼부터 이동, 회전, 3D 스케일, 2D 스케일, 자유 변형
이며, 각 버튼의 단축키는

W

,

E

,

R

,

T

,

Y

입니다.

그림 3-11 오브젝트의 이동, 회전, 3D 스케일, 2D 스케일, 자유 변형

(1) 오브젝트 이동
이동 툴을 선택한 후 기즈모의 화살표를 드래그하면 오브젝트가 해당 축 방향으로 이동하며, 기
즈모의 가운데 부분을 드래그하면 오브젝트는 각 면에 대응하는 평면으로 이동합니다.
y

z
(x, y) 평면

(y, Z) 평면

(x, z) 평면

x

그림 3-12 오브젝트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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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브젝트 회전
회전 툴을 선택한 후 기즈모의 원호를 드래그하면 그 방향으로 오브젝트가 회전합니다. 오브젝트
를 직접 드래그하면 오브젝트가 마우스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림 3-13 오브젝트의 축방향 회전과 자유 회전

(3)

3D 스케일

3D 스케일 툴을 선택한 후 기즈모 끝의 큐브를 드래그하면 해당 축의 방향으로 오브젝트가 확
대/축소됩니다. 가운데 부분을 드래그하면 (x, y, z) 축이 같은 비율로 확대/축소됩니다.

그림 3-14 축방향 스케일과 전체 스케일

(4)

2D 스케일

2D 스케일은 오브젝트를 (x, y) 방향으로만 확대/축소합니다. 툴을 선택한 후 기즈모의 모서
리나 선분을 드래그하면 그 방향으로 확대/축소됩니다. 기즈모 가운데 부분을 드래그하면 오
브젝트를 (x, y) 평면으로 이동하며, 커서를 모서리의 조절점 근처로 이동하면 오브젝트를 회
전시킬 수 있습니다. 2D 스케일은 2D 스프라이트나 게임의 UI를 디자인할 때 유용하게 사용
됩니다.
3.4 Scene View 다루기

49

CHAPTER

4

Game의 기초

• 이 장의 개요

• 3D 모델과 머티리얼
• FPS와 Delta Time

• 오브젝트의 이동과 회전, 슈팅

• 물리 처리와 사운드 다루기
• 카메라 트래킹

• 충돌의 판정과 처리
• 게임의 UI 만들기

4.1

3D Model 다루기

인터넷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3D 모델이 많으므로 그것을 활용해서 게임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3D 프로젝트에서 시작합니다.

4.1.1 3D Model Import
archive3d.net에는 다양한 종류의 3D 모델이 여러 종류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활용

할 것입니다. archive3d.net에 접속하면 회원가입이나 저작권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모든 모델
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People and Related Ware/Land Transport에 각종 운
송 수단용 3D 모델이 있으므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다운로드합니다. 여기에서는 첫 페이지
에 있는 휜색의 픽업 트럭을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새로운 모델이 계속 등록되므로 트럭이 아
래 그림과는 다른 위치에 수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❷

❶

그림 4-1 archive3d.net 홈페이지

그림 4-2 다운로드할 Model의 정보

4.1 3D Model 다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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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운로드한 파일 압축 풀기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풀고 이미지(.jpg, png 등)와 모델(.3DS)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
합니다.
(2) 프로젝트에 모델 추가
프로젝트 브라우저에 3D Model 폴더를 만든 후, 여기에 3DS 파일을 추가합니다. 추가된 모델
의 이름이 너무 긴 경우 적당한 이름(여기서는 CarBody)으로 변경합니다.
(3) 프로젝트에 매핑 소스 추가
다운로드한 파일의 이미지는 대부분 모델의 매핑 소스입니다. 3D Model 폴더에 Texture 폴더
를 만들고 이미지 파일을 모두 추가합니다. 3D 모델은 임의의 폴더에 저장해도 되지만, 텍스
처는 Texture 폴더에 저장해야 모델에 반영됩니다. 프로젝트 뷰에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면 선
택한 폴더의 하위 폴더가 되며, 선택한 폴더가 없으면 Assets의 하위 폴더가 됩니다.

그림 4-3 프로젝트에 3D Model과 텍스처 추가

(4)

3D 모델 설치와 스케일 설정

CarBody를 하이어라키로 드래그해서 씬에 추가합니다. 하이어라키의 CarBody를 더블

클릭해서 자동차가 화면의 중앙에 오도록 씬 뷰를 조정합니다. 다음에는 하이어라키에서
Create  3D Object  Cube 메뉴를 실행해서 씬에 큐브를 하나 추가하고 자동차와 크기를 비

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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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4 Model의 크기 비교. Model이 너무 커서 Cube는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에 비해 Cube는 보이지 않은 정도로 작으므로 모델을 5/1000로 축소할 것입니다. 디자
이너는 대부분 센티미터cm 단위로 작업을 하지만, 유니티는 미터m를 사용하므로 모델의 비율

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Cube와 크기를 비교하면 개략적인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CarBody를 선택하고, 인스펙터의 Model 탭을 누른 후 Scale Factor
에 5/1000을 입력하면 0.005로 표시될 것입니다. 숫자란에 수식을 직접 입력할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이때 Normal Map Settings 창이 나타나면 [Ignore] 버튼을 누릅니다.
Normal Map은 바위의 표면처럼 요철이 있는 물체의 음영을 표시하기 위한 이미지인데, 자동

차처럼 매끈한 오브젝트는 Normal Map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자동차 전면의 그
릴(공기 유입부)과 같이 요철이 있는 부분은 Normal Map으로 보다 실감 나는 음영을 표시할
수도 있지만, 그릴의 Normal Map 텍스처가 필요합니다.

❶

❷

❸

그림 4-5 3D Model의 Scale 설정

하이어라키에서 CarBody를 더블클릭해서 뷰를 조정하면 자동차가 적당한 크기로 줄어든 것
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Cube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삭제합니다.

4.1 3D Model 다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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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적당한 크기로 줄어든 3D 오브젝트

유니티에서 사용 가능한 3D 모델의 종류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생성한 파일은 종류가 다양한데, 확장자가 3ds, fbx, dae, dxf, obj, skp인 파

일은 유니티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PC에 Max, Maya, Blender, Cinema4D, Modo, Lightwave 등의 모델링 소프트웨어가 유니티와 함께 설

치되어 있다면, 이들 소프트웨어에서 만든 파일도 유니티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장점은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모델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유니티에 반영되는 점이다. 그런데 유니티는 해당 소프

트웨어의 fbx Exporter를 이용해서 파일을 fbx 형식으로 변환한 후 가져오게 되므로 그만큼 작업 시간이

더 지연된다.

4.1.2 Model의 Material
자동차의 색상이 실제의 오브젝트와 다르므로 모델의 머티리얼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림 4-7 웹의 색상과 Scene의 색상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CarBody를 선택하고, 인스펙터의 Material 탭에서 Location 속성을
Use External Materials (Legacy)로 설정합니다. [Apply]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 브라우저에
Materials 폴더와 모델에 사용한 머티리얼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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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❸

그림 4-8 Model의 Material 불러오기

씬의 자동차는 여러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품마다 사용하는 머티리얼이 다르므로 모
두 수정해야 합니다. 잔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이 기회에 머티리얼의 속성을 알아두는 것
도 좋을 것입니다.
(1) 자동차 본체의 색상 설정
자동차를 선택한 후 몸체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 부위가 선택될 것입니다. 인스펙터에서 머티
리얼 속성을 펼치면 머티리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의 ❶~❹를 수정할 것입니다.

❶

❸

❹

❷
그림 4-9 수정할 머티리얼의 속성

❶ Albedo 오브젝트를 매핑할 텍스처
❷ Normal Map 요철이 있는 오브젝트의 요철 처리용 텍스처
❸ Color 오브젝트 또는 텍스처의 색상

4.1 3D Model 다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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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Metallic 오브젝트의 금속(광택)성. 0 : 비금속(무광), 1 : 금속(유광)

Smoothness 표면의 매끈함(반사율). 0 : 벽돌 표면, 1 : 거울 표면

❶~❹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면 자동차의 색상이 광택이 나는 흰색으로 바뀌게 될 것

입니다. ❶과 ❷는 속성 앞의 [⊙] 버튼을 클릭하고 텍스처 창에서 None을 선택합니다.

그림 4-10 수정된 Material

(2) 유리의 투명도 설정
이제 유리를 투명하게 만들어 자동차 내부가 보이게 할 것입니다. 자동차의 앞 유리를 선택한
후 Albedo와 Normal Map을 삭제하고,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색상을 지정할 때 Alpha를 0.2
정도로 설정해서 어느 정도 투명한 상태로 만듭니다. 다음에는 머티리얼에 투명색Alpha이 반영
될 수 있도록 Rendering Mode를 Transparent로 바꿉니다.

그림 4-11 자동차 유리의 투명한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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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의 휠, 범퍼, 후미등, 와이퍼의 색상도 하나씩 수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새로운 머티리얼
을 만들어서 부품에 적용해도 될 것입니다.
RGB 컬러 표기법

일반적으로 RGB 컬러는 0~255(FF)로 나타내는데, 이것을 0~1.0으로 표시하면 보다 더 직관적이다. 예

로 Alpha 51은 어느 정도 투명한지 알 수 없지만, 0.2는 20%의 불투명성(80% 투명)을 의미하므로 이해하
기 쉬워진다. Color Picker의 표시 방식을 RGB 0~1.0으로 설정해 두면 여러모로 편리하다.

그림 4-12 Color Picker

4.1.3 오브젝트의 방향 설정
유니티에서는 z축이 게임의 전방이므로 플레이어가 조종할 오브젝트는 z축을 향하도록 배치해
야 합니다. 그런데 씬의 자동차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먼저
CarBody의 Rotation Y에 90을 입력해서 자동차가 z축을 향하도록 회전시킵니다.

그림 4-13 오브젝트는 z축을 향한 상태로 배치한다.

4.1 3D Model 다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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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전되어 있는 오브젝트는 추후 방향 계산 등에 문제가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❶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든다.

❷ 오브젝트의 이름을 Car로 바꾸고 Position을 (0, 0, 0)으로 설정한다.
❸ CarBody를 Car로 드래그해서 하위 오브젝트로 만든다.

그림 4-14 CarBody의 부모 설정

오브젝트의 축방향

앞의 그림을 보면 자동차가 z축을 향하고 있으므로 z축은 오브젝트의 전후방, x축은 좌우,
y축 은 상하 방향이 됩니다. 축방향은 오브젝트의 이동과 회전에 아주 중요하므로 잘 알고 있

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돌격 앞으로’는 z축, ‘작전상 후퇴’는 –z축 이동입니다. 또 비행기의 상승은 y축, 하
강은 –y축 이동이고, 팽이와 헬리콥터의 로터는 y축 회전을 하며, 비행기의 프로펠러는 z축 회
전, 자동차 바퀴는 x축 회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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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오브젝트의 이동과 속도

게임은 일련의 절차를 무한정 수행하는 루프Loop의 연속이며, 하드웨어에 의해 수행되는 하나

의 루프를 프레임Frame이라고 합니다.

4.2.1 FPS와 Delta Time
하드웨어가 1초에 프레임을 몇 회 수행할 수 있는지는 FPSFrame Per Second로 표시합니다. FPS
가 높을수록 하드웨어의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화면이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인지하는 속도가 초당 60 프레임입니다. 게임에서 초당 60 프레임을 수행하려면 각 프레임의
수행 시간이 1000 ÷ 60 = 16ms보다 짧아야 합니다.
다음은 포물선 운동을 하는 로켓의 궤적으로, 로켓의 위치와 회전각은 매 순간 변할 것입니
다. 물리학에서는 로켓의 이동 경로를 작은 구간으로 나누고,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각 구
간의 변화율을 구하게 됩니다. Delta Time은 이렇게 나누어진 구간의 경과 시간입니다.

Delta Time

그림 4-15 로켓의 이동 경로와 Delta Time

게임은 프레임 단위로 처리되므로 직전 프레임으로부터의 경과 시간이 Delta Time이 되며, 유
니티에서는 Time.deltaTime으로 이 값을 구합니다. 게임의 루프는 Delta Time을 이용해서 다
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초속도 = 10

// 오브젝트의 이동 속도(단위 : m)

Loop :
현재 프레임에서 이동할 거리 = 초속도 × Time.deltaTime

오브젝트를 현재 프레임에서 이동할 거리만큼 이동

EndLoop

4.2 오브젝트의 이동과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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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식으로 루프를 구성하면 하드웨어의 성능 차이와 상관없이 오브젝트가 일정한 속
도로 이동합니다. 높은 FPS는 짧은 거리를 자주 이동하고, 낮은 FPS는 긴 거리를 가끔 이동하
므로 움직임의 부드러움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1초 후의 이동 거리는 똑같습니다.

4.2.2 이동 방향과 Vector
3차원 공간에 있는 오브젝트의 위치나 방향을 나타내려면 (x, y, z) 각 축의 값이 필요합니다.
유니티에서는 이 값을 Vector3(x, y, z)로 표시하는데, 인스펙터의 Position, Rotation, Scale
의 값이 이에 해당합니다. 2D 게임은 z축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Vector2(x, y)로 표시하며,

RGBA 컬러를 표시할 때에는 Color(r, g, b, a) 또는 Vector4(r, g, b, a)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Vector는 오브젝트의 방향 표시에 자주 사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x, y, z)의 값을 각각 0 또
는 1로 표시하며, 반대 방향은 음수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Vector3(1, 0, 0)은 오른쪽(x+),

Vector3(-1, 0, 0)은 왼쪽(x-)입니다. 유니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Vector 상수를 이용해서 방향을
직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림 4-16 Unity의 Vector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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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Snake

• 이 장의 개요

• Snake 게임의 개요

• 뱀과 게임 스테이지 만들기
• 동전과 동전의 애니메이션
• 뱀의 이동과 회전

• 충돌의 판정과 꼬리 추가
• 게임 UI 만들기

• 모바일용 가상의 조이스틱 만들기

6.1

Game의 개요

Snake 게임의 개념은 1976 Blockade에서 유래했다고 하며, 구현의 용이성으로 인해 많은 플
랫폼에서 수백 가지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특별한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으며, 쉽
게 구현할 수 있으므로 초심자들이 유니티의 기능을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림 6-1 Snake Game

6.1.1 Game의 요구 사항
이 게임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면의 뱀은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며 플레이어는 뱀의 이동 방향만 제어할 수 있다.

2.

뱀이 화면의 동전을 획득하면 마디가 하나씩 추가된다.

3.

뱀의 마디는 세 개 단위로 색이 반복된다.

4.

화면의 위에 획득한 동전의 수와 게임의 경과 시간을 표시한다.

5.

뱀이 좌우의 벽이나 자신의 몸통과 충돌하면 게임 오버다.

6.

게임 오버가 되면 다시 플레이할 것인지를 묻는 메시지와 선택 버튼을 표시한다.

7.

PC와 WebGL은 키보드로 조작하고, 모바일 단말기는 가상의 조이스틱을 만들어서 제
어한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추가되는 꼬리가 머리의 동작을 따라하는 것과, 가상의 조이스틱을 만
드는 것입니다.

6.1 Game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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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오브젝트 만들기

새로운 3D 프로젝트 Snake로 시작합니다. 게임에 필요한 오브젝트는 유니티의 기본 오브젝트
로 만들겠습니다.

6.2.1 뱀 만들기
뱀은 머리와 꼬리로 구성되므로 각각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1) 머리 만들기
씬에 Sphere를 추가한 후 이름을 Snake로 바꾸고 Transform을 Reset시킵니다.
(2)

Material 만들기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Material을 추가하고 이름을 Green으로 바꾼 후 Albedo에 초록색을
할당합니다. 이것을 Snake에 적용해서 뱀을 초록색으로 설정합니다.
(3) 뱀의 눈 만들기
씬에 Sphere를 추가하고 이름을 Eye로 바꾼 후 Scale (0.3, 0.3, 0.3), Position (0.3, 0.2, 0.4)
로 설정합니다. Position을 설정할 때는 씬 기즈모의 y축과 x축의 콘을 교대로 눌러 방향을 해
당 축으로 고정하면 좌표 설정하기가 편합니다.

Eye를 복제한 후 Position.x를 -0.3으로 해서 머리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하고 눈 두 개
를 Snake의 Child로 만듭니다.

그림 6-2 머리의 좌우에 배치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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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igidbody 추가

Snake에 Physics  Rigidbody를 추가하고 Use Gravity를 Off로 설정합니다. 뱀이 벽이나 동전
과 충돌할 때 물리 엔진의 반발력에 의해 미끄러지지 않도록 Constraints/Freeze Rotation
속성의 X, Y, Z를 모두 On으로 설정하고 Sphere Collider의 Radius를 0.3으로 변경해서 충돌
탐지 영역을 조금 줄입니다.
(5) 꼬리 만들기
동전을 획득할 때마다 추가되는 꼬리입니다. 꼬리는 동적으로 추가되므로 Resources 폴더에
프리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❶ 씬에 Sphere를 추가한 후 이름과 Tag를 Tail로 변경
❷ Tail의 Sphere Collider/Radius를 0.3으로 설정
❸ Tail에 머리리얼 Green 적용

❹ Tail의 Scale을 (0.8, 0.8, 0.8)로 설정

❺ Tail을 Resources 폴더에 프리팹으로 만들고 하이어라키의 Tail은 삭제

뱀의 첫 번째 꼬리는 머리 위치에 생성하므로 머리와 첫 번째 꼬리는 충돌 판정을 하지 않습
니다. 두 번째 꼬리부터는 마지막 꼬리 위치에 만들게 되는데, 꼬리가 하나인 상태에서 꼬리를
추가하면 추가된 머리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Collider의 크기를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6.2.2 Stage 만들기
Game 뷰의 해상도를 16 : 9로 설정하고 시작합니다.
(1)

Ground 만들기

Plane을 추가한 후 이름을 Ground로 바꾸고 Position (0, -0.5, 0)으로 설정해서 뱀의 아래

에 배치한 후 Scale을 (2.5, 1. 1.6) 정도로 설정해서 게임 뷰보다 크게 만듭니다.
(2)

Texture로 매핑

구글에서 ‘grass texture’ 등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가 많이 있으므로 적
당한 것을 다운받아 Plane에 적용합니다. 텍스처의 이미지가 너무 거칠게 보이면 Plane에 텍

6.2 오브젝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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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처를 적용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진 머티리얼의 Tiling 속성을 2~4 정도로 설정해서 텍스처
가 반복되도록 합니다.

그림 6-3 잔디 텍스처를 입힌 Ground

(3)

Ground의 담장

Ground의 사방에 설치할 담장입니다.
❶ Cube를 추가한 후 이름과 Tag를 Wall로 설정하고 적당한 텍스처로 매핑
❷ Scale (25, 1.5, 0.6), Position (0, 0, 6)으로 설정해서 화면의 위에 배치
❸ Wall을 적당한 텍스처나 컬러로 매핑

❹ Wall을 복제한 후 Position을 (0, 0, -6)으로 설정해서 화면 아래에 배치

❺ Wall을 복제한 후 Scale (14, 1.5, 0.6), Rotation (0, 90, 0), Position (-11.5, 0, 0)으로 설정해서 화면

의 왼쪽에 배치

❻ ❺의 Wall을 복제한 후 Position.x를 11.5로 설정해서 화면의 오른쪽에 배치
❼ Wall 네 개를 모두 Ground의 Child로 설정

그림 6- 4 완성된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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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Material의 Normal Map
3D 그래픽스 분야에서 Normal은 물체의 표면을 의미합니다. 노멀 맵은 평면인 텍스처에 입체
감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형태로 가공한 텍스처입니다. 머티리얼에 노멀 맵을 사
용하면 매끈한 오브젝트의 표면에 입체감과 음영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조명의 방향에 따라 노
멀 맵의 음영이 변하는 등의 현실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 6-5 Normal Map 사용 전과 사용 후

그림 6-6 원본 이미지와 Normal Map

노멀 맵은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항상 원본 이미지와 함께 사용합니다. 구글에서 ‘normal

online’ 등으로 검색하면 업로드한 이미지를 노멀 맵으로 만들어 주는 사이트를 찾을 수 있으
므로 여기에서 제작해도 되고, 포토샵 CC 사용자는 Filter  3D  Generate Normal Map 필터
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포토샵 CC 이전 버전 사용자는 NVIDIA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포토
샵용 Normal Map Filter를 다운받아 포토샵에 설치한 후 노멀 맵을 만듭니다.

6.2 오브젝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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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NormalMap- Online의 Normal Map 변환

노멀 맵을 만든 후에는 프로젝트에 추가하고 Texture Type을 Normal map으로 설정한 후 머
티리얼에 적용합니다.

그림 6-8 Material의 Normal Map

6.2.4 Camera와 조명 설정
Main Camera가 위에서 Ground 전체를 비추도록 설정하고, 조명과 그림자를 조금 약하게 만

듭니다.
표 6-1 Main Camera와 Direction Light의 속성

Object

Field of View

Rotation

Position

Camera

30

(85, 0, 0)

(0, 23, -2.1)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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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ty

Shadow/Strength

0.6

0.5

그림 6-9 Main Camera와 Direction Light의 설정이 끝난 Game View

6.2.5 동전 만들기
화면에 랜덤하게 나타나는 동전입니다. 동전은 Cylinder를 축소해서 만듭니다.
❶ Cylinder를 추가한 후 이름과 Tag를 Coin으로 설정

❷ Scale (0.8, 0.08, 0.8), Rotation (90, 0, 0), Position (0, 0, 3) 설정
❸ Coin을 노란색으로 매핑

6.2.6 동전의 Animation 만들기
동전이 y축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것입니다.
(1)

Coin 애니메이션 생성

하이어라키에서 Coin을 선택한 후 Window  Animation 메뉴를 실행해서 Animation 창을 열
고 [Create] 버튼을 눌러 적당한 이름으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2)

Property 추가

[Add Property] 버튼을 누른 후 Transform/Rotation을 추가합니다.

6.2 오브젝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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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❸

그림 6-10 Animation에 사용할 Property 추가

(3) 회전 설정
타임 슬라이드를 오른쪽 키 프레임(1: 00)으로 이동한 후 Rotation.y를 360으로 설정합니다.

❷

❶

그림 6-11 Animation의 Key Frame 설정

(4)

Animation Curve 펴기

애니메이션 창에서 실행 버튼 [▶]을 누르면 화면의 동전이 돌아가는데, 회전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애니메이션의 시작과 정지에 가감속이 적용되었기 때문입
니다.
[Curves] 탭을 클릭하면 애니메이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현재 그래프의 y축이 너무 크게 표

시되므로

Shift

다음에는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굴려서 그래프 전체가 나타나도록 합니다.

+

A

키를 눌러 모든 키 프레임을 선택한 후 임의의 키 프레임에서 마우스 오른

쪽 버튼을 누르고 Both Tangents  Linear 메뉴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 곡선이
직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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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Ctrl

+

A

❸

❹

❶
그림 6-12 애니메이션 Curve 펴기

(5) 애니메이션 속도 설정
동전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므로 이것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현재 Samples의 값이 60
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으로 수정합니다. Samples는 유니티가 실행하는 애니메이션의 속
도로, 유니티는 초당 60 프레임의 속도로 애니메이션을 실행합니다.
이 값을 30으로 설정하면 오른쪽의 키 프레임이 2 : 00으로 바뀔 것입니다. Samples는 전체 프
레임의 수를 조절해서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설정하는 기능으로 유니티는 이 값과 관계없이 항
상 초당 60 프레임의 속도로 애니메이션을 재생합니다.

그림 6-13 Animation의 Samples 설정

6.2 오브젝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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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Snake 제어

뱀은 정해진 속도로 이동하며 플레이어는 뱀의 방향만 바꿀 수 있습니다.

6.3.1 이동과 회전
새로운 스크립트인 Snake를 생성하고 하이어라키의 Snake에 연결합니다. 뱀의 머리가 이동하
면 꼬리는 머리를 따라가야 하므로 머리와 꼬리가 이동하는 부분을 각각 만들어야 합니다. 일
단 머리를 이동하는 부분부터 작성합니다.
public class Snake : MonoBehaviour {
float speedMove = 3f;
float speedRot = 120f;

// 이동 속도
// 회전 속도

bool isDead = false;

// 사망?

// Update is called once per frame
void Update () {
if (!isDead) {
MoveHead();
}
}
// 머리 이동 및 회전
void MoveHead () {
// 이동
float amount = speedMove * Time.deltaTime;
transform.Translate(Vector3.forward * amount);
// 회전
amount = Input.GetAxis("Horizontal") * speedRot;
transform.Rotate(Vector3.up * amount * Time.deltaTime);
}
}
❶ 게임 화면의 전방(z축)으로 이동
❷ y축으로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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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CHAPTER

8

Space Adventure

• 이 장의 개요

• 게임의 개요와 요구 사항

• 게임 제작에 필요한 리소스

• Player 만들기, 카메라 트래킹

• 애니메이션의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이벤트
• 파티클 다루기, 슈팅,

• 타일맵, 지형지물, 각종 아이템 만들기
• 찰랑거리는 물웅덩이 만들기
• 각종 몬스터 만들기

• 스테이지, 근경, 원경, 배경 만들기
• 게임 매니저 공용 Class 만들기
• 다국어 버전의 UI 만들기

• 게임 타이틀과 게임 옵션 설정
• 옵션의 저장과 복구

8.1

Game의 개요

이 게임은 어느 행성에 불시착한 우주선에서 연료 및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 로봇을 우주선 밖
으로 내 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8.1.1 Game의 리소스
이 프로젝트는 전형적인 2D 스크롤 게임을 만드는 것이며, 주인공은 정지, 달리기, 점프, 사격
을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단순하지만, 게임에 필요한 리소스는 제법 많습니다.

그림 8-1 게임의 실행 화면

그림 8-2 Character Animation Sheet

8.1 Game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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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Tilemap의 Tile Block

그림 8- 4 Tilemap의 전경과 배경에 사용하는 각종 식물

그림 8-5 게임의 배경과 스테이지 구성에 필요한 각종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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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외에도 각종 사운드나 오디오 클립 등이 필요하며, 이 게임이 여러 스테이지로 구성되는
만큼 각 스테이지의 특성에 따른 이미지와 UI 리소스도 많이 필요합니다.

8.1.2 Sprite의 일관성
3D 게임은 z축이 World의 전방이므로 모든 오브젝트는 z축을 기준으로 정렬시킵니다. 2D 게임

은 스프라이트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진화(또는 훈련)되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
분의 게임이나 영상 매체는 그 방향에 맞게 제작합니다. 따라서 방향성이 있는 스프라이트는
오른쪽을 향하는 형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향이 있는 스프라이트에 일관성이 없으면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예외 상황이 많아져서 제작
기간이 더 길어질 뿐만 아니라, 버그의 가능성도 훨씬 많아지므로 리소스를 제작 또는 구입할
때는 이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지된 이미지는 유니티에서도 간단히 뒤집을 수 있지만, 셀 애니메이션 이미지는 일단 애니메
이션을 만든 후에 그것을 뒤집고. 다시 방향 설정을 위해 Pivot을 추가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
차가 필요하므로 원본 리소스가 제대로 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8.1.3 프로젝트의 목표
게임 개발의 측면에서 보면, 게임의 주인공은 플레이어가 직접 제어하므로 이동, 점프. 사격 등
의 동작만 적절히 구현할 수 있으면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게임 개발에서 가장 많은 시
간과 노력이 투자되는 부분은 게임의 무대 디자인과 각종 NPC 및 몬스터에 인공지능을 부여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인공의 제어, 스테이지 디자인, 몬스터 제작 방법 등을 순차적으로 다루지
만, 실제의 게임 개발 과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전의 게임 개발은 미리 정해진 설계도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매니저와 고도로 훈련
된 개발자 및 디자이너의 협업으로 완성되지만, 아직 초심자이자 1인 개발자인 우리는 현재 우
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새로운 요구가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8.1 Game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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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프로젝트의 개발 목표
이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다음 사항을 구현하도록 제작할 것입니다.
1.

이 게임은 Game Title과 여러 개의 Stage로 구성된다.

2.

게임의 UI는 다국어를 지원한다.

3.

Game Title에서는 사용 언어, 시작 스테이지, 게임의 난이도, 테마 음악과 사운드의 On/
Off 등을 설정할 수 있다.

4.

게임이 종료되면 Game Title에서 설정한 옵션을 저장하고, 게임을 다시 실행할 때 저장
된 데이터로 옵션을 복구한다.

5.

게임의 스테이지는 모두 Tilemap으로 제작한다.

6.

이 게임은 PC와 모바일, WebGL로 빌드되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게임의 완성도를 한 단계 더 높임으로써 독자들이 다음과 같은 기술을 습득해
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주인공과 몬스터의 애니메이션 제작과 제어, 애니메이션 Event의 활용

2. HealthBar의
3. 파티클
4.

활용

다루기

주인공의 리스폰

5. Tilemap으로 스테이지
6.

각 씬의 Data 공유

7. UI에 팝업 창을
8. UI를 다국어
9.

336

만들기

만들고 그것을 열고 닫기

버전으로 만들기

게임의 상태를 디스크에 저장하고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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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Player 만들기

새로운 2D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깃허브에서 리소스를 다운받아 프로젝트 뷰에 추가한 후 시
작합니다.

8.2.1 Player의 기본 설정
(1)

Sprite 자르기

원본은 Sprites/Player/Player이며 Idle, Run, Jump 애니메이션 이미지가 하나로 되어 있으므
로 스프라이트 에디터에서 4 × 4로 분리합니다.
❶

❷
❸

❹

❺

그림 8-6 주인공의 이미지. 4×4 규격으로 잘라서 사용한다.

(2)

Player 만들기

하이어라키에 잘라 둔 Player_0을 추가하고 이름과 Tag를 각각 Player로 설정합니다. 현재 씬
뷰의 배경색이 너무 진하므로 Edit  Preferences  Colors  Background 메뉴를 실행해서 조
금 밝은 색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Capsule Collider2D와 Rigidbody2D를
추가하고 속성을 설정합니다.

8.2 Player 만들기

337

표 8-1 Player의 Component 속성

Component

Size

Offset

Tag

Order in Layer

Capsule Collider2D

(0.72.1.48)

(-0.02, 0)

Player

10

Rigidbody 2D

Rigidbody2D는 Freeze Rotation Z를 On으로 설정해야 주인공이 달릴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주인공은 점프나 착지에 자체 중력을 사용하지만, 주인공이 점프 도중에 사망하면 지상
까지 자동으로 추락하도록 Gravity Scale은 1로 설정합니다.
(3)

GunPoint와 FootPoint 설치

주인공의 총구(왼손) 앞에 GunPoint, 발바닥 위치에는 FootPoint를 설치합니다. 주인공을 우
클릭하고 빈 오브젝트를 추가해서 만듭니다. GunPoint는 총을 발사하기 위해, FootPoint는
발 아래의 지면을 탐지하고 주인공이 달릴 때 ‘저벅저벅’하는 발자국 소리와 먼지구름을 만들
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GunPoint는 총구를 덮을 만큼 바싹 붙여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
습니다.

그림 8-7 주인공에 추가한 GunPoint와 FootPoint

8.2.2 Idle 애니메이션
주인공의 스프라이트 0~3은 Idle, 4~7은 Run, 9~11은 Jump와 추락 및 착지이므로 각각 분리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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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니메이션 만들기
스프라이트 player_0~3을 하이어라키의 Player에 드래그해서 Idle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게
임을 실행하면 애니메이션의 속도가 너무 빠르므로 애니메이션 편집기를 열고 Sample을 12로
설정합니다. 그래도 빠른 감이 있지만 나중에 Animator에서 조절하겠습니다.
(2)

GunPoint의 위치 조정

Idle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면 총구가 위/아래로 흔들리는데, GunPoint의 위치를 애니메이션의

프레임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총을 발사할 때 총구를 벗어난 위
치에서 총알이 나갈 것입니다.
❶ 기록 버튼 [●]을 누르고 속성 편집 시작(타임라인이 빨간색으로 바뀜)

❷ 씬의 GunPoint를 총구 앞으로 이동(GunPoint의 Position 속성이 자동 추가됨)
❸ 타임 슬라이드를 프레임 단위로 이동하며 GunPoint 위치 설정
❹ 기록 버튼 [●]을 누르고 속성 편집 완료

기록 버튼 [●]을 누르면 그 이후부터 씬이나 인스펙터에서 변경하는 내용이 그대로 키 프레임
에 적용됩니다.

❶
❷

그림 8-8 각 프레임의 GunPoint 위치 조정

(3) 애니메이션 Curve 설정
게임을 실행하면 GunPoint가 한 박자 늦게 이동하는 느낌이 납니다. 그것은 GunPoint에 애니
메이션 Curve가 설정되어 출발과 정지에 가감속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GunPoint 속성을 선

택한 상태에서 [Curves] 탭을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프레임 간의 값의 변
화가 미미하므로

Shift

키를 누르고 스크롤 휠을 위쪽으로 여러 번 굴려서 그래프를 크게 확

대해야 합니다.

8.2 Player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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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❸

❶

❺

❹
그림 8-9 Animation Curve의 Tangent 설정

❶ [Curves] 탭을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그래프 상태로 전환
❷ 커브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키 프레임을 전부 블록으로 설정(또는

Ctrl

+ A)

❸ 블록 설정된 임의의 키 프레임 우클릭
❹, ❺ 단축 메뉴에서 Both Tangent  Constant 적용

Tangent는 키 프레임의 좌우에 있는 조절점으로, 그것을 드래그해서 커브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Constant는 Tangent를 적용하지 않고 계단식 그래프를 만듭니다. 이제 게임을 실행
하면 총구와 GunPoint의 싱크가 제대로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8-10 전체 Node에 Constant를 설정한 Animation Curve

8.2.3 Run 애니메이션
스프라이트 Player_4~7을 블록 설정하고 Player에 드래그해서 Run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Idle의 경우와 같이 GunPoint의 Position 설정도 필요합니다.

340

CHAPTER 8 Space Adventure

그림 8-11 Run Animation

8.2.4 애니메이션의 전이
애니메이션의 전이는 올빼미의 날갯짓을 설정할 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1)

Default 애니메이션 설정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테스트하기 위해 Run과 Idle을 각각 우클릭한 후 Default State로 설정
하고 Speed 옵션을 바꿔가면서 게임을 실행하여 가장 적당한 값을 찾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
한 결과 Run 0.5, Idle 0.25이면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림 8-12 Animation에 Default State 설정

(2)

Float Parameter 추가

Idle을 Default로 설정하고 노드를 서로 연결합니다. 주인공이 이동 중이면 Run, 정지이면

Idle 애니메이션을 실행해야 하므로 Float Parameter speed를 추가합니다.

8.2 Player 만들기

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