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랙티브 3D의 유망직업을 위한 크리에이터 현장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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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기반이 될 
리얼타임 3D 콘텐츠 
 
직업의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기존 직업의 업무 수행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업들로 가득한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습니다.

업무와 의사소통 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텍스트와 이미지에서 
영상으로, 이제는 인터랙티브 3D 콘텐츠를 활용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터랙티브 3D는 엔터테인먼트 용도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방식으로 현실을 시뮬레이션하도록 돕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실제로 수술하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은 수술 당시의 경험뿐 아니라 느낌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디자이너는 이제 실제 클레이 모델을 만들지 
않아도 가상 세팅으로 디자인을 시도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직업 시장이 진화하면서 경험 디자이너나 시각화 전문가 같은 
직업이 평범해지고 있습니다. 

What is 인터랙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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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3D란? 
 
인터랙티브 3D를 만들려면 3D 모델을 행동과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리얼타임 엔진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리얼타임 엔진은 몰입형 경험의 원동력이 되는 
소프트웨어이며, 라이팅, 머티리얼, 피직스, 인공 지능(AI), 
사용자 상호작용, 오디오, 애니메이션, 비주얼 이펙트, 
시네마틱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은 이미지나 
영상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탐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3D 세계입니다. 3D 세계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마치 
영화에 들어간 것처럼 관점이 바뀌고 다른 요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어디서든 인터랙티브 3D
를 접하게 되었으며, 몰입형 경험 수요는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3D 기술, 다시 말해 리얼타임 3D 
기술은 이러한 새로운 몰입형 월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기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두가 크리에이터가 될 것입니다. 

장차 몰입형 월드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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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인터랙티브 
3D 기술 수요 
 
그래픽의 초기 역량으로 가상 세계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었습니다. 3D 데이터 시각화로 건축 청사진이 생생하게 살아나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신(scene)을 화면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렌더(pre-render) 이미지(영화로 따지면 개별 렌더링한 
프레임)만으로는 진정한 가상 세계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프리렌더 
리소스는 진정한 몰입감을 확보할 수 있는 리얼타임 상호작용이 
빠졌습니다. 결국 가상 세계의 잠재력을 온전히 구현하는 건 
리얼타임 3D 기술입니다.

25년 전에는 벅찼던 기술도 이제는 흔해졌고, 인터랙티브 3D 
기술은 엔지니어링, IT, 디자인 분야에서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재들 사이에서 인터랙티브 3D 기술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버닝 글래스 테크놀로지스(Burning Glass 
Technologies)와 제휴하여 이러한 기술을 정량화하고, 인터랙티브 
3D 사용 및 도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닝 글래스 테크놀로지스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미래를 
시각화하다: 시장 전반의 3D 그래픽 및 리얼타임 3D 수요

이상

2017년 10월과 
2018년 9월
사이에 공고된 일자리

30,000

노동 시장 수요

3D 그래픽 기술 리얼타임 3D 기술

평균 초봉

공고된 평균 연봉 대비 57% 
더 높고, 일반적으로 3D 
그래픽 기술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공고된 평균 연봉 
대비 18% 더 높음

$86,533

전체 시장 대비 더 
빠른 증가 속도

+42%
전체 시장 대비 더 
빠른 증가 속도

+601%

수요의 증가세

  연봉

2017년 10월과 
2018년 10월
사이에 공고된 일자리

315,000
이상

공고된 평균 연봉 대비 34% 
더 높음

평균 초봉

$8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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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시장 분석 
 
에픽과 버닝 글래스는 노동 시장의 인터랙티브 3D 기술 
수요를 두 단계로 세분화하여 살펴봤습니다. 3D 그래픽 
기술 분야 자체를 정의한 다음, 리얼타임 기법에 영향을 
주는 세부 기술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버닝 글래스는 십억 개에 가까운 현존 미국 온라인 
구인 글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특정 직업, 기술 및 요건을

세부 분류했습니다.

Image courtesy of SJB Architects 7



 

3D 그래픽 기술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리얼타임 3D 기술에 대한 수요는

2 0 1 7 년  1 0 월 과  2 0 1 8 년  1 0 월  사 이
리얼타임 3D 기술을 요구하는 채용 공고 총

이는 3D 그래픽 기술이 요구되는

2013년 대비 4% 증가

601%

31,339건

10%

전 반 적 인  시 장
대 비  더  빠 르 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고 중에  
차지하는 비율

버닝 글래스가 알아낸 사실 
 
분석에 따르면 인터랙티브 및 리얼타임 3D 기술은 3D 그래픽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리얼타임 기술이 
필요한 직업은 전체 3D 그래픽 기술 수요에 비해 약 5배, 전체 
직업 시장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3D 그래픽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 중에서 리얼타임 3D 기술이 요구되는 사례는 
2013년보다 2.4배 증가했습니다.

성장의 원동력은 산업 디자인,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IT의 확장 
현실(XR), 디자인 및 미디어, 제조 및 생산 등 리얼타임 3D를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입니다.

리얼타임 3D 기술 수요는 이미 직업 시장에서 다른 능력에 대한 
수요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3D 기술 분야의 특정 
기술은 증가세가 훨씬 가파릅니다. 게임 엔진과 관련된 기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언리얼 
엔진 기술을 보유한 지원자 수요는 122% 증가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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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Oculus

언리얼 엔진

Unity

HoloLens

전체 노동시장

기술 향후 10년간 증가할 수요 예상

207%

189%

185%

122%

72%

28%

10%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3D 그래픽 기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직무는 전체 
직업 시장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직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생과 직장인이 인터랙티브 3D 기술을 
마스터한다면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직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Deliver Us The Moon courtesy of KeokeN Interactive 9



가이드의 목적
본 인터랙티브 3D 직업 및 기술 가이드는 학생, 관리자, 강사 
및 구직자에게 기초 수준의 언리얼 엔진 기술을 소개하는 
로드맵입니다. 언리얼 엔진 및 인터랙티브 3D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립니다.

• 교사에게 언리얼 엔진을 교육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영역에 집중해야 할지 조언 

• 학생에게 인터랙티브 3D의 유망직업 및 해당 직업에 필요한 
기술 소개

• 구직자에게 면접 및 커리어 시작에 도움이 되는 지식 제공 

• 신입에게 필요한 언리얼 엔진 지식을 관리자에게 공유

• 관리자가 이러한 기술에 대한 산업 분야의 수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비 

시퀀서 역량

기초 수준에서 기술 보유율: 50%

시퀀서 에디터 - 활용 
시네마 카메라, 필름 컨트롤 - 이해 
시퀀서 트랙 - 이해 
레벨 시퀀스 - 활용 
마스터 시퀀스 - 활용

이해기초지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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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및 용어 정의 
업계 고용 담당자,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여덟 개의 
유망직업을 기준으로 언리얼 엔진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 신입 직원이 언리얼 엔진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술은 무엇인가요?

•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에게 필요한 언리얼 엔진 
지식은 무엇인가요?

• 신입 직원이 업무를 용이하게 진행하려면 어떤 언리얼 
엔진 기술이 필요한가요?

우리는 이러한 대화를 통해 기초 수준에서 필요한 18개의 
언리얼 엔진 핵심 역량을 정의했으며, 각 역량을 구성하는 
기술을 나열했습니다. 각 기술은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가 
있으며, 각 학습 목표는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를 기반으로 
‘지식’, ‘이해’, ‘활용’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기초지식 
 
학생은 주제 또는 툴의 기본 
지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을 활용해본 
경험은 없을 수 있지만, 
관련 지식을 기억, 확인 및 
설명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이해 
 
주제 또는 툴의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학생은 완전히 
이해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념과 
기능을 설명하고, 다른 
기술의 맥락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활용 
 
주제 또는 툴의 상당한 지식 
및 이해를 갖춘 학생은 해당 
지식을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역량이란?
역량은 발휘할 수 있는 기술들의 집합입니다. 역량은 능력, 행동 그리고 기술 활용에 필요한 지식을 
포함합니다.

기술
기술은 역량의 특정 영역에서 훈련이나 실무를 통해 개발되는 능력입니다. 이론적 및 직무 기초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Image courtesy of SJB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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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3D 직업
인터랙티브 3D 분야는 새로운 직업과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용 담당자와의 대화를 통해 여덟 개의 유망직업마다 
프로파일을 제작하고, 직무별로 신입에게 요구하는 언리얼 엔진 
기술을 정의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룬 여덟 개의 직업 외에도 리얼타임 툴을 사용하는 
직업은 상당히 많지만, 새롭고 성장세가 두드러진 직무에 
집중했습니다.

인터랙티브 3D 직업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직무를 
설명하는 다양한 직책이 매우 유사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가능한 선에서 해당 직무의 다른 직책도 기재했습니다.

14 페이지
16 페이지
18 페이지
20 페이지
22 페이지 
24 페이지
26 페이지
28 페이지   

건축 시각화 전문가 
시뮬레이션 전문가 
자동차 및 항공우주 시각화 전문가 
테크니컬 아티스트 
테크니컬 애니메이터 
프리비즈 제너럴리스트 
경험 디자이너 
서피스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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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Automotive

Render courtesy of Jesús Carbajal PaxiImage courtesy of AltSpace

Media & Entertainment

Stills from 3rd World Studios animated film 
“Allahyar and the Legend of Markhor”

Image courtesy of Abyssal

Training &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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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준 언리얼 엔진 역량 
퍼센트 수치: 기초 수준 역량에서 기술 보유율

라이팅 
90%

시퀀서 
50%

머티리얼 
60%

포스트 프로세싱 
50%

데이터스미스 
100%

에디터기초 
60%

블루프린트 
40%

플랫폼 딜리버리 
50%

최적화 
70%

비주얼 이펙트 
50%

베리언트 매니저 
100%

건축 시각화 전문가 
 
미래의 건물을 시각화하는 직업 
건축, 엔지니어링 및 건축 시각화 전문가는 드로잉부터 인터랙티브 3D
까지 모든 수단으로 디자이너의 비전을 전달하는 직무입니다.디자인 
팀과 밀접히 협력하며 건축 디자인을 이해하고, CAD 데이터를 3D 
모델로 모델링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디자인 안목, 3D 모델링 
기술 그리고 2D 렌더부터 XR까지 아우르는 풍부한 상상력을 갖춰야 
합니다.

연관 직무 
주니어 건축 기술자 
디자이너(그래픽 작업) 
미디어 시각화 전문가

교육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시각화 전문가는 건축 또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설계, 게임 또는 애니메이션 유경험자이며 이외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합니다.

직무 기초 지식 
디자인 기초 및 디자인론 
컴포지션 
3D 모델링 
현실 라이팅 
비주얼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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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전문가
 
현실을 몰입형 경험으로 재구축하는 직업 
시뮬레이션 전문가는 개발자가 작업을 더 빨리하고 현실 테스트에 
덜 의존하게 해주는 가상 테스트용 월드를 개발합니다. 의학, 
자동차, 항공우주 산업 또는 군사 훈련용 3D 시각화를 제작합니다. 
시뮬레이션 전문가는 인터랙티브 3D를 활용하여 3D 시각화, 
다이내믹 시나리오 및 훈련용 게임으로 현실과 유사한 상황을 
재현합니다.

연관 직무 
시뮬레이션 기술자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디자이너 
시뮬레이션 아티스트

교육 
시뮬레이션 제너럴리스트는 게임, 애니메이션,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거나 다양한 엔지니어링 관련 분야의 경력자입니다.

직무 기초 지식 
3D 모델링 
비주얼 스토리텔링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기초 프로그래밍

기초 수준 언리얼 엔진 역량 
퍼센트 수치: 기초 수준 역량에서 기술 보유율

데이터 파이프라인 
50%

플랫폼 딜리버리 
70%

사용자 상호작용 
100%

피직스 
100%

블루프린트 
60%

에디터 기초 
70%

머티리얼 
50%

오디오 
90%

애니메이션 
40%

AI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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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준 언리얼 엔진 역량 
퍼센트 수치: 기초 수준 역량에서 기술 보유율

블루프린트 
10%

플랫폼 
50%

머티리얼 
20%

최적화 
50%

데이터스미스 
100%

에디터 기초 
60%

시퀀서 
30%

포스트 프로세싱 
50%

비주얼 이펙트 
30%

데이터 파이프라인 
30%

라이팅 
40%

베리언트 매니저 
100%

자동차 및 
항공우주 시각화 전문가
 
차세대 자동차, 비행기 및 우주선 제작 
이 분야의 3D 시각화 전문가는 탄탄한 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자동차부터 
항공우주 분야까지 방대한 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 
전문가는 시각적으로 뛰어난 내관과 외관을 제작하고, 엔지니어, 
디자이너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3D CAD 데이터를 수집하고 설계합니다. 
이러한 산업에서는 태양계 또는 엔진 세부 시각화 등 인터랙티브 3D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연관 직무 
3D 제너럴리스트 
CG 제너럴리스트 
3D 기술 전문가

교육 
자동차 및 항공우주 시각화 전문가는 게임, 컴퓨터 그래픽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거나 다양한 엔지니어링 관련 분야의 경력자입니다.

직무 기초 지식 
디자인 기초 및 디자인론 
3D 모델링 
현실 라이팅 
스컬프팅 [실제/디지털] 
비주얼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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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준 언리얼 엔진 역량 
퍼센트 수치: 기초 수준 역량에서 기술 보유율

최적화 
80%

머티리얼 
60%

데이터 파이프라인 
50%

블루프린트 
50%

애니메이션 
40%

에디터 기초 
70%

비주얼 이펙트 
100%

포스트 프로세싱 
20%

라이팅 
20%

피직스 
80%

테크니컬 아티스트
 
스토리텔링의 새 시대를 위한 툴 제작 
테크니컬 아티스트는 최적의 파이프라인과 최적화 툴을 제작하는 
전문가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아트 및 기술 분야의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테크니컬 아티스트는 라이팅과 
셰이더를 이해해야 하고, 아티스트의 비전과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제약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아티스트가 기술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능과 시각적 품질을 모두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연관 직무 
비주얼 이펙트 파이프라인 아티스트 
3D 하드 서피스 아티스트 
비히클 또는 무기 전문가

교육 
테크니컬 비주얼 이펙트 아티스트는 애니메이션 또는 비주얼 
이펙트를 전공하거나 게임 개발 또는 컴퓨터공학 경력자입니다.

직무 기초 지식 
디자인 기초 및 디자인론디자인 기초 및 디자인론 
애니메이션론 
3D 모델링 
비주얼 스토리텔링 
영화 촬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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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준 언리얼 엔진 역량 
퍼센트 수치: 기초 수준 역량에서 기술 보유율

최적화 
30%

데이터 파이프라인 
40%

애니메이션 
70%

에디터 기초 
60%

블루프린트 
20%

비주얼 이펙트 
30%

피직스 
20%

테크니컬 애니메이터 
 
뛰어난 캐릭터 및 생물 제작 
테크니컬 애니메이터는 애니메이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캐릭터, 생물 및 기계 오브젝트의 리그(rig) 및 리깅 시스템을 
제작합니다. 리깅, 리깅 파이프라인 및 테크니컬 아트와 관련된 
스컬프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테크니컬 애니메이터는 
캐릭터 팀 및 애니메이션 팀과 협업하여 테크니컬 아트 툴을 
제작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연관 직무 
내러티브 테크니컬 애니메이터 
게임플레이 애니메이터 
테크니컬 리거

교육 
테크니컬 애니메이터는 3D 애니메이션, 모델링, 게임 개발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며 아트와 테크니컬 툴에 대한 탄탄한 기반 
지식이 있습니다. 

직무 기초 지식 
애니매이션론 
3D 모델링 
비주얼 스토리텔링 
기초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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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준 언리얼 엔진 역량 
퍼센트 수치: 기초 수준 역량에서 기술 보유율

라이팅 
30%

포스트 프로세싱 
30%

데이터 파이프라인 
20%

머티리얼 
20%

애니메이션 
60%

에디터 기초 
50%

VFX 
100%

Datasmith 
100%

시퀀서 
100%

블루프린트 
50%

프리비즈 제너럴리스트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를 3D 시각화로 변화 
프리비즈(previs) 제너럴리스트는 3D 디지털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영화 촬영 기법에 예리한 
통찰력을 지녔습니다. 비주얼 이펙트 팀 소속이거나 건축 또는 
건설 회사에서 사전 제작 단계 시 프리비즈와 애니메틱스를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3D 환경에 대한 이해가 
깊고, 디렉터, 디자이너 및 프리비즈 관리자와 긴밀히 협업하여 
시네마틱 시퀀스를 제작합니다.

연관 직무 
프리비즈 샷 크리에이터 
프리비즈 아티스트 
트래킹 아티스트

교육 
프리비즈 제너럴리스트는 영화, 애니메이션, 건축 또는 게임을 
전공하고, 모델링, 라이팅, 텍스처, 애니메이션에 집중합니다. 
스토리 구조 및 구성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고 전통 예술 관련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직무 기초 지식 
디자인 기초 및 디자인론 
컴포지션 
3D 모델링 
비주얼 스토리텔링 
영화 촬영 기법

비주얼 이펙트 
100%

데이터스미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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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준 언리얼 엔진 역량 
퍼센트 수치: 기초 수준 역량에서 기술 보유율

라이팅 
70%

멀티플레이어 
네트워킹 
100%

블루프린트 
40%

머티리얼 
20%

플랫폼 딜리버리 
50%

에디터 기초 
70%

시퀀서 
80%

데이터스미스 
100%

포스트 프로세싱 
100%

오디오  
100%

AI 
100%

최적화 
40%

경험 디자이너
 
물리적인 공간을 기술과 접목 
경험 디자이너의 필수 자질은 창의력과 탐험심입니다. 기술과 
물리적인 공간을 접목하여 몰입형 경험을 창출합니다. 테마파크, 
콘서트, 박물관, 소매점 또는 기업 시설까지 건축 환경을 통해 
소통합니다. 경험 디자이너는 리얼타임 기술을 활용적용하여 
현실와 가상 세계를 유기적으로 접목합니다.

연관 직무 
인터랙티브 디자이너 
이벤트 경험 전문가 
XR 전문가

교육 
숙련된 디자이너는 오디오, 비디오, 프로토타입과 3D 모델링, 
라이팅 및 렌더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직무는 
상호작용 디자인,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또는 관련 학위가 
필요합니다.

직무 기초 지식 
디자인 기초 및 디자인론 
컴포지션 
3D 모델링 
시네마틱 라이팅 
비주얼 스토리텔링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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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준 언리얼 엔진 역량 
퍼센트 수치: 기초 수준 역량에서 기술 보유율

라이팅 
60%

머티리얼 
70%

데이터 파이프라인 
30%

에디터 기초 
70%

Post Processing 
50%

최적화 
40%

서피스 아티스트 
 
가상 세계의 느낌과 분위기 조성 
서피스 아티스트는 컴퓨터로 제작된 환경 내 모든 표면의 룩 
앤 필(look and feel)을 정의합니다. 아트와 기술의 경계선에서 
작업하므로 디지털 페인팅 및 스컬프팅은 물론이고 기술적인 
문제 해결력, 실시간 워크플로 작업 능력도 뛰어나야 합니다. 
현실 텍스처와 관련된 예리한 통찰력이 있고, 디지털 요소 
및 텍스처를 능숙하게 사용해 가상 세계 오브젝트의 표면을 
표현합니다.

연관 직무 
하드 서피스 모델러 
캐릭터 아티스트 
프롭 아티스트

교육 
서피스 아티스트는 영화, 3D 디자인 또는 모델링을 전공하며 
모델링, 텍스처 제작 및 라이팅 기술이 뛰어납니다. 서피스 
아티스트로서 실력을 발휘하려면 창의력과 기술적 능력이 
모두 뛰어나야 합니다.

직무 기초 지식 
디자인 기초 및 디자인론 
컴포지션 
3D 모델링 
현실 라이팅

포스트 프로세싱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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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세팅 엔진 운용 또는 프로젝트 기능 관련 기초 사항을 제어하는 세팅을 이해합니다.

레벨 레벨 파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액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액터 세부사항 에디터에서 액터의 비주얼 및 가상 세팅을 찾아 수정합니다.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 레벨에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추가하고 레벨 외형을 조정합니다.

뷰포트 상호작용 에디터 컨트롤로 레벨에서 이동하며 애셋과 상호작용합니다.

애셋 구조 폴더 계층구조를 생성해 언리얼 엔진에 적합한 사례를 참조하여 프로젝트 애셋을 정리합니다.

텍스처 임포트 및 익스포트 언리얼 엔진에 텍스처를 임포트하여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과정을 이해합니다.

블루프린트 액터 블루프린트 스크립팅을 활용적용하여 레벨 내 애셋의 기능 및 상호작용을 생성합니다.

플러그인 프로젝트의 기능성 플러그인을 파악하고 플러그인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패키징 원하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한 파일을 생성합니다.

카메라 프로퍼티 카메라 세팅을 변경하여 에디터 뷰포트의 시각적 느낌을 조절합니다.

디버그 툴  CPU 및 GPU 프로파일러로 액터, 레벨 또는 머티리얼의 성능 저하 요소를 찾아냅니다.

서브 에디터 개요 에디터에 있는 다양한 애셋 에디터를 파악하고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라이트 모빌리티 언리얼 엔진의 여러 라이팅 기술을 이해하고 어떤 것을 사용할지 판단합니다.

템플릿 프로젝트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미리 생성한 애셋, 액터 및 세팅이 준비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구조 프로젝트의 여러 영역과 저장 위치를 파악합니다.

메시 임포트 및 익스포트 FBX 임포터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프로젝트에 스태틱 및 스켈레탈 메시를 추가합니다.

에디터 내비게이션 에디터를 사용하고 흔히 쓰이는 에디터 인터페이스 기능을 찾아 사용합니다. 

에디터 설정 언리얼 엔진 에디터와 기능의 비헤이비어 또는 함수 기능을 수정합니다.

임포트/익스포트 언리얼 엔진 프로젝트에 애셋을 추가하고, 외부 프로그램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애셋을 익스포트합니다.

이해

활용

에디터 기초
기초 수준 
에디터 툴의 핵심 세트를 사용합니다. 프로젝트 생성 시 기능, 운용 방법, 워크플로 개선 
방법을 이해합니다.

기술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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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 노드 블루프린트에서 올바른 노드를 선택하여 ‘execute math’ 함수를 사용합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 폰과 휴먼 컨트롤러 입력의 인터페이스를 생성 및 구현합니다. 

블루프린트 컴포넌트

타임라인

함수 및 매크로

블루프린트 에디터

레벨 블루프린트

여러 블루프린트 클래스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작합니다.

키프레임 기반 그래프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값을 제어합니다.

다른 블루프린트 그래프나 액터에서 재사용 또는 호출할 수 있는 블루프린트 코드를 작성합니다.

블루프린트 에디터 툴로 블루프린트 액터를 수정 및 생성합니다.

블루프린트 그래프를 활용하여 레벨 단위 이벤트 기능을 제어합니다.

블루프린트 커뮤니케이션 블루프린트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합니다.

변수 프로퍼티를 생성하여 코드로 값, 오브젝트 및 액터 레퍼런스를 저장 또는 수정합니다.

게임 인스턴스 프로젝트에서 런타임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게임 데이터를 영구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이벤트 및 커스텀 이벤트  프로젝트나 다른 액터에 발생하는 특정 이벤트를 기반으로 블루프린트 코드의 개별 네트워크를 실행합니다.

블루프린트 노드  블루프린트 액터 내에서 실행되는 로직을 생성 및 수정합니다.

흐름 제어 블루프린트 클래스에서 노드 실행 순서를 결정합니다.

게임플레이 프레임워크 게임플레이 프레임워크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프로젝트 전체에서 사용하는 수준 높은 코드를 구현합니다.

캐릭터 및 폰 프로젝트 환경 내에서 사용자의 캐릭터를 구현합니다.

입력 바인딩 계속 사용하는 프로젝트 코드에 멀티 플랫폼 통합 입력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이해

활용

블루프린트
기초 수준 
블루프린트 비주얼 스크립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내 액터의 기능을 
추가합니다.

UMG 사용자 인터페이스  어떻게 UMG 위젯 블루프린트로 2D 및 3D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생성되는지 이해합니다.

레벨 스트리밍

커스텀 입력 및 디바이스 프로젝트에서 커스텀 입력 메서드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합니다.

레벨 파일을 구성하여 런타임에서 로드하거나 표시합니다.

프로시저럴 제너레이션 어떻게 언리얼 엔진의 블루프린트로 프로시저럴 제너레이션이 이루어지는지 이해합니다.
기초지식

기술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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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초 수준 
프로젝트에서 내장 AI 툴과 컴퓨터가 제어하는 캐릭터를 이용합니다.

데이터스미스 임포트 프로세스

경로 설정

데이터스미스로 언리얼 엔진에 애셋을 임포트하는 프로세스를 이해합니다.

AI 캐릭터가 신(scene) 내에서 장애물을 피하고 이동하는 방식을 이해합니다.

액터 병합
데이터 프렙

언리얼 엔진의 액터 병합 툴로 메시와 액터를 하나의 애셋으로 만듭니다.
리얼타임 렌더링에 사용하기 위한 디자인 데이터를 준비하고 데이터 처리를 관리합니다.

콜리전 메시 메시와 액터가 환경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테셀레이션 테셀레이션을 이해하고, 언리얼 엔진에 데이터를 임포트할 때 지오메트리 및 머티리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합니다.

지원하는 데이터스미스 형식

크라우드 AI 

데이터스미스가 사용하는 파일 유형을 인지합니다.

레벨에서 AI에 우회 크라우드 AI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이해

이해

활용

비헤이비어 트리 로직의 분기 그래프를 생성하여 프로젝트 내 액터에 AI를 추가합니다.
내비게이션 메시 AI가 레벨 내에서 이동하는 경로를 결정할 때 사용하도록 메시를 활용합니다.활용

데이터스미스
기초 수준 
지원하는 CAD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임포트하여 리얼타임 렌더링 및 시각화 시 특정 문제를 해결합니다.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및 제조 산업 등에 해당합니다.

기술

기술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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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머티리얼 마스터 머티리얼을 이해하고 머티리얼 워크플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합니다.

머티리얼 파라미터 이름이 지정된 변수를 사용하여 런타임 및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통해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수정합니다.

머티리얼 어트리뷰트  머티리얼 세팅을 수정하여 시각 프로퍼티를 변경합니다.

셰이딩 모델  여러 머티리얼 세팅을 활용하여 머티리얼 표면에서 라이트가 반사되는 방식을 변경합니다.

머티리얼 에디터

구운 텍스처

텍스처 프로퍼티 

머티리얼을 생성, 수정 및 디자인하는 언리얼 엔진 툴을 이해합니다.

텍스처를 사용하여 메시 및 노멀, 앰비언트 오클루전과 같은 표면 정보를 저장(굽기)합니다.

텍스처의 일반 세팅으로 시각, 압축 및 기술 프로퍼티를 수정합니다.

밉맵

UVW 좌표

UVW 매핑

밉맵을 이해하고 밉맵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최적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합니다.

UVW 좌표를 준비, 수정하여 3D 모델 텍스처의 위치, 회전 및 스케일을 제어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2D 이미지(텍스처)가 3D 표면에 투영되는지 이해합니다.

HLSL/GLSL 고수준 셰이더 언어)와 GLSL(OpenGL 셰이딩 언어)이 어떻게 언리얼 엔진 머티리얼에서 사용 및 
구현되는지 인지합니다.

머티리얼 함수 머티리얼 함수를 생성하여 여러 머티리얼 애셋에서 머티리얼 코드를 재사용합니다.

머티리얼 레이어

머티리얼 표현

텍스처 마스크

블렌드 애셋으로 다른 머티리얼 레이어와 스택 및 블렌드가 가능한 머티리얼 레이어를 구축합니다.

수와 수학 연산 노드로 이미지 및 색상 모듈레이션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회색조 이미지를 사용하여 단일 머티리얼 내 여러 영역을 정의 및 구분합니다. 

텍스처

테셀레이션

텍스처를 활용하여 머티리얼의 시각 및 물리 프로퍼티를 제어합니다. 

테셀레이션과 테셀레이션이 머티리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합니다.

PBR 언리얼 엔진에서 사용하는 물리 기반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이해합니다.

이미시브 어트리뷰트 이미시브 머티리얼 어트리뷰트를 사용하여 자체 발광 머티리얼을 시뮬레이션하는 비주얼 이펙트를 생성합니다.

머티리얼 인스턴스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하나의 부모 머티리얼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머티리얼을 생성합니다.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과 상호작용 가능한 머티리얼을 생성합니다.

이해

활용

프로시저럴 생성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Material 노드와 관련 시스템을 인지합니다.기초지식

머티리얼
기초 수준 
표면에서 라이트와 색상의 상호작용을 제어하여 메시, 신 및 월드의 외형을 
생성하고 제어합니다.

SKILLS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

프로시저럴 생성 머티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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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프로파일러 프론트엔드

프록시 LOD

CPU 프로파일러를 활용하여 하드웨어 CPU에 의해 제한되는 프로세스를 이해합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프록시 LOD 시스템으로 최적화된 레벨 지오메트리를 생성하여, 거대한 월드를 성능 문제없이 
렌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언리얼 인사이트 언리얼 인사이트 디버깅 툴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프로파일링하고 병목현상을 식별 및 제거합니다.

GPU 프로파일러  GPU 프로파일러를 활용하여 하드웨어 GPU에 의해 제한되는 프로세스를 이해합니다.

LOD 단계적으로 최적화된 여러 개의 메시를 생성하여 해당 메시가 신에서 작게 보이면 지오메트릭 오버헤드를 
감소시킵니다.

이해

활용

기초지식

엔진 확장성

렌더 Doc

원하는 플랫폼에 따라 여러 기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합니다.

신 렌더링 디버깅 시 렌더 Doc의 용도를 알고 있습니다.

GPU 최적화 GPU가 환경을 어떻게 렌더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애셋을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이해합니다.

머티리얼 통계

드로 콜
스레디드 렌더링

렌더링 메서드

셰이더 인스트럭션과 샘플러의 역할 및 영향을 이해합니다.

오브젝트 수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전략 및 툴을 이해합니다.
언리얼 엔진이 드로, 게임 및 GPU 스레드를 어떻게 사용해 신을 렌더하는지와 각 스레드가 성능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필요성을 이해합니다.

디퍼드 렌더러 및 포워드 렌더러, Metal과 Vulkan 같은 특정 플랫폼 렌더러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합니다

진단 및 디버깅 언리얼 엔진 디버깅 툴로 프로젝트의 오류를 식별하고 해결합니다.

기술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

최적화
기초 수준 
툴과 테크닉으로 신 성능을 조절하여 프로젝트를 최적화하고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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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트림 애플리케이션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언리얼 엔진과 연결되는지 이해합니다.

메타데이터 애셋에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에디터와 레벨에 사용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데이터 프렙 언리얼 엔진에서 메시를 정리할 때 어떤 툴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해합니다.

전문 비디오 I/O 언리얼 엔진 환경에서 전문가 수준의 현실 영상 및 오디오를 활용 및 수정합니다.

GIS 데이터 언리얼 엔진에 현실 지형 데이터를 임포트합니다.

(Maya 및 MotionBuilder를 통한) 
라이브 링크

언리얼 엔진에 실시간 데이터를 스트리밍할 때 라이브 링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합니다.

소스 제어 언리얼 엔진에서 소스 제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Python Python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데이터 처리 및 언리얼 엔진과 기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이터세트 간 워크플로를 
생성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에디터 유틸리티 블루프린트 에디터 내 커스텀 UM 스타일 툴로 에디터 기능을 확장합니다.

이해

활용

데이터 파이프라인
기초 수준 
애셋 임포트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과 워크플로를 파악합니다.

기술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

스태틱 메시 프로퍼티를 수정합니다.기초지식 스태틱 메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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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블렌드 스페이스 스켈레탈 메시에서 애니메이션이 다른 애니메이션과 블렌드되는 비율을 제어합니다.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로 스켈레탈 메시 애니메이션을 제어합니다.

컨트롤 리그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기능을 확장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스크립팅 가능 애니메이션 리깅 시스템을 블루프린트로 제작합니다.

스테이트 머신 스켈레탈 메시의 애니메이션 스테이트 간 전환 및 스테이트를 제어합니다.

활용

이해
피직스 애셋 에디터

스켈레탈 메시 에디터

물리 애니메이션

스켈레탈 메시에 콜리전을 추가 및 관리합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스켈레탈 메시 에디터를 이용하여 스켈레탈 계층구조를 조작 및 수정합니다.

애니메이션 스켈레톤 일부에 물리력을 활용합니다.

클로딩 툴 클로딩 툴로 메시에 리얼타임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활용합니다.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스켈레톤의 물리 시뮬레이션을 추가하여 애니메이션 효과를 확장합니다.

애니메이션
기초 수준 
애니메이션 툴을 활용하여 신에 있는 오브젝트에 움직임과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기술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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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 현실적인 라이팅을 생성하는 레이 트레이싱 라이트의 기반 사항을 이해합니다.

라이팅 액터 클래스 여러 라이팅 작업에 적합한 라이트 액터를 선택하여 레벨에 활용합니다.

라이트매스 환경에서 라이팅 연산에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파악합니다.

라이팅 퀄리티 세팅

IES 라이트 프로파일

라이트 액터가 캐스팅하는 라이트의 품질을 제어하는 라이팅 세팅을 이해합니다.

신에서 라이트 액터로 산업 표준 라이팅 방식을 사용합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반사광과 간접광을 이해하고, 이러한 효과를 내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라이트 액터 프로퍼티 라이트 액터의 기반 프로퍼티 및 라이트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파악합니다.

섀도 퀄리티 세팅

라이팅 시나리오

HDRI

라이트 액터가 캐스팅하는 섀도의 품질 및 퍼포먼스 비용을 제어하는 섀도잉 세팅을 이해합니다.

블루프린트로 변경할 수 있는 다수의 라이팅 환경을 생성합니다.

HDR 이미지를 사용하여 머티리얼로 라이트 캐스팅 배경 이미지와 반사를 연출합니다.

라이팅 최적화 신의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라이팅 프로퍼티 및 세팅을 파악합니다.

라이트맵 라이트맵을 어떻게 만드는지, 스태틱 라이팅 정보를 텍스처에 기록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합니다. 

이해

활용

라이팅 모빌리티 라이트 모빌리티 세팅이 라이트 렌더링 및 전반적인 성능에 언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해합니다.

라이팅
기초 수준 
라이팅 기능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 분위기 조성 또는 스토리텔링을 수행합니다.

기술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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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딜리버리
기초 수준 
여러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세팅을 수정합니다. 

나이아가라(파티클 에디터)

XR 패키징

디지털 트윈

에디터에서 실시간으로 파티클 이펙트를 생성하고 미리 살펴봅니다.

언리얼 엔진으로 가상, 증강 및 혼합 현실 플랫폼에 적합한 프로젝트 패키징 세팅을 이해합니다.

현실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사용 및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패키징할 때 적절한 세팅을 파악합니다.

카오스 카오스 파괴 시스템을 활용하여 리얼타임 신에서 시네마틱 파괴 이펙트를 생성합니다.

커브 에디터 설정한 시간 내에서 프로퍼티 값을 제어합니다.

이미터

PC 패키징

모바일 패키징

환경 내에서 파티클 이펙트 생성을 제어하는 액터를 활용합니다.

PC 기반 플랫폼용 프로젝트를 패키징 및 배포할 때 어떤 세팅이 필요한지 이해합니다.

언리얼 엔진 기능을 확장하여 프로젝트를 iOS, 안드로이드 및 기타 모바일 플랫폼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패키징합니다.

활용

이해

콜라보 뷰어 템플릿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동일한 3D 콘텐츠에서 콜라보 뷰어 템플릿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경험을 공유하는 원리를 이해합니다.

프로젝트 및 패키징 세팅을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도록 수정합니다.

웹/픽셀 스트리밍

멀티스크린 디스플레이

웹사이트 또는 유사한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는 프로젝트를 구축합니다.

프로젝트를 여러 디스플레이 하드웨어에서 매핑되도록 패키징합니다.

VFX
기초 수준 
파티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과 상호작용하여 연출성을 배가하는 무질서한 비주얼 이펙트를 
제어합니다.

기술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

기술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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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블러/방사상 블러 머티리얼 세팅으로 모션 및 방사상 모션 이펙트를 생성합니다.

‘시각 적응’ 노출 카메라가 각기 다른 밝기에 노출될 때 인간의 눈을 어떻게 흉내 내는지 이해합니다.

LUT 룩업 테이블 애셋을 통해 여러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신 느낌을 손쉽게 변경합니다.

컬러 그레이딩 신 프로퍼티를 수정하여 설정된 색의 강도를 변경합니다.

렌즈 이펙트 카메라 사용 시 카메라 가상 렌즈 프로퍼티를 수정하여 비주얼 이펙트를 변경합니다.활용

기술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

포스트 프로세싱
기초 수준 
렌더링 전에 전체 렌더 신에 이펙트를 활용하여 최종 비주얼 폴리싱을 
수행합니다.

필름 이펙트 카메라 세팅을 확인 및 수정하여 비주얼 출력에 필름 같은 이펙트를 활용합니다.

물리 카메라 세팅 현실 물리 프로퍼티를 제어하는 카메라 액터 세팅을 이해합니다.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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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서 에디터 언리얼 엔진 내에서 시퀀서로 시네마틱 신을 생성 및 수정합니다.

마스터 시퀀서

테이크 레코더

제어 및 수정이 가능한 일련의 시퀀스 트랙을 구성합니다.

시퀀서로 제어하는 게임 내 액터의 움직임 및 이벤트를 녹화합니다.

시네마틱 카메라

렌더 세팅

언리얼 엔진에서 현실 시네마틱 카메라 프로퍼티를 복제하여 신을 녹화합니다.

시퀀서 시네마틱의 렌더 및 익스포트를 제어합니다.

레벨 시퀀서 레벨의 시네마틱 시퀀스에 사용하는 애셋을 포함합니다.

활용

기초지식
선형 비디오

정지 이미지

여러 비디오 형식으로 시퀀스를 렌더합니다.

시퀀서로 레벨의 정지 렌더를 생성합니다.

이해 커브 에디터로 트랜스폼 또는 신의 애셋을 제어합니다.

시퀀서
기초 수준 
멀티 트랙 에디터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시네마틱 필름 또는 월드 내 테마 이벤트를 구축합니다.

기술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

시퀀서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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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언트 세트 구성

마우스 및 키보드 입력
모션 컨트롤러
게임패드 입력

리언트 매니저를 활용하여 변수 액터 및 머티리얼 디스플레이를 생성합니다.

입력 바인딩으로 프로젝트에 마우스 및 키보드 컨트롤을 활용합니다.
모션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이해하여 XR 프로젝트에 구현합니다.
프로젝트에서 게임패드 입력을 활용합니다.

활용

활용

액터 및 프로퍼티를 베리언트로 
바인드

커스텀 데이터

액터 프로퍼티로 베리언트의 프로퍼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입력 메서드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여러 방식을 이해합니다.

베리언트 매니저 제어 사용자가 블루프린트 및 언리얼 모션 그래픽스(UMG)로 베리언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이해

이해

기초지식 Python 스크립트로 외부 데이터 소스에서 베리언트를 임포트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베리언트 매니저
기초 수준 
베리언트라는 설정을 이해하고, 베리언트 매니저로 레벨 내 액터에 여러 설정을 구축하여 프로퍼티 및 분류를 
구성, 관리 및 정의합니다.

기술

사용자 상호작용
기초 수준 
사용자가 프로젝트의 일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입력이 신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기술

Python 기반 임포트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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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리케이션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어떤 데이터가 공유될지를 결정합니다.

리플리케이션 그래프 멀티플레이어 세션에서 클라이언트와 어떤 액터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지를 관리합니다.
활용

기초지식 매치메이킹

기초지식 비히클 언리얼 엔진에서 비히클 오브젝트를 생성 및 제어할 수 있는 옵션을 알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이 네트워크 게임 세션을 제어하는 방식을 이해합니다.

이해

이해

콜리전

클라이언트-서버 모델

물리 컨스트레인트

클로스 시뮬레이션

댐핑 및 마찰 프로퍼티

레벨에서 메시가 다른 물리 오브젝트와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수정합니다.

언리얼 엔진의 게임플레이 프레임워크가 클라이언트-서버 네트워크 모델을 관리하는 방식을 이해합니다.

액터나 레벨 내 물리 액터의 트랜스폼 제한을 제어합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리얼타임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생성합니다.

신에 있는 물리 오브젝트의 능력을 수정하여 움직임에 저항하도록 합니다.

피직스
기초 수준 
오브젝트, 캐릭터, 클로스 등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기술

멀티플레이어 네트워킹
기초 수준 
로컬 네트워크부터 클라이언트-서버 네트워크까지, 여러 사용자 간 데이터 동기화 방법을 
이해합니다.

기술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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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기초 수준 
오디오를 조절하여 환경에 몰입감과 현실감을 배가하고, 단순 사용자 상호작용의 효과를 
증가합니다.

사운드 어테뉴에이션 플레이어가 오디오 소스에서 멀어지거나 주위를 돌아다닐 때 들리는 소리에 영향을 줍니다.

사운드 믹스 사운드 믹스로 이퀄라이저 세팅을 설정하고, 사운드 클래스의 음량 및 피치 프로퍼티를 수정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Sounds 노드 사운드 큐 에디터 내에서 사운드 큐의 프로퍼티를 제어 및 수정합니다.

코덱 지원하는 오디오 파일 형식을 식별하고 활용합니다.

사운드 큐 에디터 사운드 큐에 이펙트 및 기능을 추가합니다.

이해

활용

오디오 프로세싱

다이얼로그 오디오

오디오 이펙트

스페이셜 사운드

언리얼 엔진 내에서 오디오 파일을 압축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파악합니다.

프로젝트 내에서 다이얼로그 오디오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해합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사운드에 활용 가능한 여러 이펙트를 파악합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공간화된 오디오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파악합니다.

기초지식

기술 측정 가능한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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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액터 
레벨에 배치할 수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AI 
인공 지능(AI)입니다. 인간의 입력 
대신 프로그래밍된 인스트럭션으로 
제어되는 행동입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 
앰비언트 오클루전(A/O)
입니다. 오클루전에 의한 라이트 
어테뉴에이션의 근사치입니다.

애니메이션 
시간에 따른 프로퍼티값의 
변화입니다. 위치, 회전, 스케일 등의 
변화를 예로 들 수 있지만, 다른 
프로퍼티값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스켈레탈 메시의 애니메이션 
제어에 특화된 그래프가 
있는 블루프린트입니다.

비헤이비어 트리 
AI 생성용 툴입니다. 

블루프린트 
노드 기반 인터페이스로 게임플레이 
엘리먼트를 생성하는 비주얼 
스크립팅 시스템입니다.

블루프린트 에디터 
블루프린트를 구성하는 비주얼 
스크립트 노드 네트워크를 
생성 및 편집하는 노드 기반 
그래프 에디터입니다. 

블루프린트 매크로 라이브러리 
다른 블루프린트에서 노드로 배치할 수 
있는 일련의 매크로 또는 자체 그래프가 
있는 블루프린트 컨테이너입니다.

블루프린트 변수 
값을 가지거나 월드의 오브젝트나 
액터를 레퍼런스하는 프로퍼티입니다.

카메라 
플레이어가 월드를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카오스 
카오스는 고성능 피직스 및 
파괴 시스템입니다.

캐릭터 
걸어 다닐 수 있는 폰입니다.

시네 카메라 
현재 대부분의 현실 카메라에 
존재하는 추가 카메라 세팅을 
가진 특화 카메라 액터입니다. 

콜라보 뷰어 템플릿 
여러 사람이 동일한 3D 콘텐츠에서 
경험을 공유합니다.

콜리전 
물리 시뮬레이션 시 오브젝트가 
오버랩되는 것을 프로그램적으로 
방지하여 오브젝트의 입체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콜리전 메시 
지오메트리의 단순화 버전으로, 
메시 주위에 보이지 않는 
껍질이나 몸체로 존재합니다. 

컬러 그레이딩 
컬러 그레이딩은 HDR 디스플레이 
출력과 사용하는 HDR에서 
LDR 톤 매핑 함수를 제어하며, 
이미지의 색 보정(LDR 색을 화면 
색으로 변환)을 더 진행합니다. 

컴포넌트 
액터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컨트롤 리그 
컨트롤 리그는 블루프린트 기반으로 
스크립팅할 수 있는 리깅 시스템이며, 
애니메이션을 구동하는 프로퍼티를 
제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CPU 프로파일러 
게임의 CPU 부하를 최적화합니다.

커브 에디터 
시간에 따라 프로퍼티를 상호작용 
편집 및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스미스 
언리얼 엔진에 콘텐츠를 가져올 때 
유용한 일련의 툴과 플러그인입니다.

디지털 트윈 
현실 오브젝트가 가상 환경에 
렌더된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에디터 
하나 이상의 특정 타입 애셋을 
편집할 수 있는 일련의 툴입니다.

에디터 개인설정 
컨트롤, 뷰포트, 소스 컨트롤 및 자동 
저장을 포함해 언리얼 에디터의 행동을 
제어하는 세팅을 수정할 때 사용됩니다.

이미터 
레벨에 배치하면 파티클을 
생성하는 액터입니다. 

이벤트 
블루프린트에서 이벤트는 비주얼 
스크립트 상에서의 엔트리 포인트 
또는 처음으로 실행하는 노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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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적응’ 노출 
신 노출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밝기 변화 
시 시각 적응을 시뮬레이션합니다.

함수 
다른 그래프에서 실행 또는 호출할 
수 있는 노드 그래프입니다.

게임 인스턴스 
게임 인스턴스 클래스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레벨에서 레벨로 
옮기는 글로벌 UObject입니다.

게임 모드 
규칙, 득점 및 다른 게임 요소를 
설정하여 게임 진행 방식을 정의합니다. 

게임 스테이트 
게임에서 모든 클라이언트에 
리플리케이트하고자 하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접속된 
모든 플레이어의 ‘게임 상태’입니다.

GIS 데이터 
언리얼 엔진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GIS(지리 정보 시스템) 데이터를 언리얼 
엔진 내에 보낼 수 있게 합니다. 

GPU 프로파일러 
게임의 GPU 부하를 최적화합니다.

HDRI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이미지
(HDRI)는 상품 시각화 시 배경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HLSL 
고급 셰이딩 언어

IES 라이트 프로파일 
IES 광도계 파일 또는 IES 
프로파일은 특정 현실 조명 기구처럼 
밝기와 빛 감쇠를 연출하는 조명 
산업의 표준 방식입니다.

입력 바인딩 
입력 액션 및 축 매핑을 통해 
블루프린트로 입력 이벤트를 
캐릭터와 바인드할 수 있습니다.

레벨 
사용자가 정의한 게임플레이 
영역입니다. 레벨은 내부 액터 배치, 
변환 및 프로퍼티 편집을 통해 
생성, 관찰, 수정할 수 있습니다. 

레벨 시퀀스 
시네마틱 신의 ‘저장소’입니다. 
시퀀서 에디터 내에서 작업하려면 
반드시 생성해야 합니다.

 
 
 

레벨 스트리밍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고 끊김이 
없는 월드를 구성하기 위해 레벨을 
비동기 로딩 및 언로딩합니다.

레벨 오브 디테일(LOD) 
LOD를 사용하면 언리얼 엔진이 
플레이어가 멀어졌을 때 덜 
복잡한 메시를 사용하여 레벨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라이트 모빌리티 
트랜스폼 카테고리의 라이트는 
세 개의 모빌리티 스테이트(
스태틱, 스테이셔너리, 무버블) 
중 하나를 가집니다.

라이팅 액터 
주요 라이트 액터 타입 세 가지는 
포인트 라이트,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디렉셔널 라이트입니다. 

라이트매스 
라이트매스는 에어리어 섀도잉과 
디퓨즈 인터 리플렉션처럼 복잡한 
라이트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라이트맵을 생성합니다.

라이브 링크 플러그인 
이 플러그인은 스트리밍과 외부 
소스로부터의 애니메이션 데이터 소비 
시 일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LUT 
룩업 테이블(LUT)입니다. 사용 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으로 색을 
보정합니다. 
 
매크로 
다른 그래프에서 실행 또는 호출할 
수 있는 접힌 노드 네트워크입니다.

매치메이킹 
세션과 플레이어를 매칭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머티리얼 
신의 외형을 제어하기 위해 
메시에 활용하는 애셋입니다. 
머티리얼은 오브젝트에 활용하는 ‘
페인트’로 이해하면 됩니다.

머티리얼 함수 
패키지에 저장할 수 있고 여러 
머티리얼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머티리얼 그래프 정보 조각입니다. 
 
머티리얼 레이어 
머티리얼 레이어 및 머티리얼 레이어 
블렌드 애셋을 사용하여 머티리얼을 
스택으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머티리얼 파라미터 컬렉션 
어떤 머티리얼도 참조할 수 있는 
일련의 임의 스칼라 및 벡터 
파라미터를 보유하는 애셋입니다.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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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모션 블러 
동작을 기반으로 오브젝트에 블러 
효과를 활용합니다. 낮은 해상도의 
전체화면 속도 맵을 생성하고, 해당 
맵에 대한 오브젝트의 기여도에 따라 
블러 효과를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나이아가라 에디터 
언리얼 엔진 내에서 비주얼 
이펙트를 생성 및 조절할 수 있는 
두 개의 툴 중 하나입니다.

노드 
비주얼 스크립트 코드의 한 블록입니다.

패키징 
모든 코드와 콘텐츠가 최신이고, 원하는 
목표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는 알맞은 
형식임을 보장합니다. 
 
폰 
게임 내 아바타 또는 페르소나 역할을 
하는 액터의 서브클래스입니다.

PBR 
물리 기반 렌더링(PBR)입니다. 
현실적인 셰이딩/라이팅 모델 및 측량 
표면값을 사용하여 현실 머티리얼을 
정확히 표현하려는 노력입니다.

 

 
피직스 애셋 에디터 
피직스 애셋 에디터는 사용자가 물리 
시뮬레이션과 스켈레탈 메시 콜리전용 
피직스 바디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픽셀 스트리밍 
모든 디바이스에 실시간 
배포되는 콘텐츠입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폰을 
제어하는 액터입니다.

플러그인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직접적으로 엔진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자체 기능을 수정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합니다.

프로시저럴 제너레이션 
블루프린트로 레벨 콘텐츠를 
알고리즘에 따라 (절차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미리 연산된 라이팅 시나리오 
하나의 레벨에 여러 개의 라이팅 설정을 
저장 및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젝트 
하나의 개별 게임을 구성하는 
모든 콘텐츠와 코드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위입니다.

프로젝트 세팅 
프로젝트의 개별 정보를 설정하는 
옵션이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 실행 시 
엔진의 행동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은 
에어리어 라이팅 시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섀도잉, 정확한 앰비언트 
오클루전 및 상호작용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렌더 Doc 
싱글 프레임 캡처 및 검수가 가능한 
독립형 오픈 소스 그래픽 디버거입니다.

리플리케이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 월드 내 
액터를 계속 동기화합니다.

엔진 퀄리티 
퀄리티와 성능을 조절하는 옵션입니다.

시퀀서 
컷 신, 다이내믹 시퀀스 및 무비에 
대한 디렉터 레벨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시네마틱 툴세트입니다.

시퀀서 에디터 
실시간으로 시네마틱 시퀀스를 
생성 및 프리뷰할 수 있는 
멀티 트랙 에디터입니다.

시퀀서 트랙 
사용자가 시퀀서에 특정 
트랙을 추가해서 샷을 조합해 
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셰이더 
셰이더는 렌더링 머티리얼과 
관련된 특정 함수를 연산합니다. 
이러한 머티리얼은 렌더링 패스마다 
머티리얼이 렌더되는 방식을 제어하는 
스테이트에 의해 정의됩니다. 
 
셰이딩 모델 
셰이딩 모델은 유입되는 
라이트를 머티리얼이 반사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섀도 
섀도는 월드의 오브젝트가 환경과 
어울리고, 뷰어에 공간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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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레탈 메시 
스켈레톤 계층구조하에 있는 메시는 
메시를 변형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스켈레탈 메시 액터 
외부 3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다음, 언리얼 
에디터로 임포트된 3D 모델 애셋입니다.

사운드 감쇠 
거리에 따른 소리의 행동을 청취자와 
상대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제어합니다.

사운드 큐 에디터 
사운드 큐를 편집할 수 있는 
노드 기반 툴입니다.

사운드 믹스 
이퀄라이저 세팅을 설정하고 
사운드 클래스의 음량 및 피치 
프로퍼티를 수정합니다.

소스 컨트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코드 
및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팀이 게임을 
유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테이트 머신 
스테이트 머신은 스켈레탈 
애니메이션을 여러 스테이트로 
분화하고, 한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변경했을 때 블렌드가 
일어나는 방식을 완전히 제어합니다.

스태틱 메시 
비디오 메모리에 캐싱되고 
그래픽카드가 렌더하는 스태틱 
지오메트리입니다. 
 
스태틱 메시 에디터 
지오메트리, 콜리전 및 스태틱 
메시 애셋의 LOD를 프리뷰하고 
프로퍼티 편집, 머티리얼 활용 
및 콜리전 지오메트리 구성을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합니다.

테이크 레코더 
모션 캡처 사용 시 빠르게 
반복적으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주요 클래스 몇 개와 레벨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테셀레이션 
잘 맞물린 모양의 배열, 특히 
틈새나 오버랩 없이 반복적인 
패턴의 폴리곤입니다.

텍스처 
머티리얼에 사용하는 
이미지입니다. 머티리얼을 
활용하는 표면에 매핑됩니다.

텍스처 프로퍼티 
텍스처 애셋의 프로퍼티 및 
세팅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텍스처 마스크 
회색조 텍스처 또는 텍스처의 단일 
채널(R, G, B, A)로, 머티리얼 내 활용 
영역을 제한할 때 사용합니다.

타임라인 
애니메이션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시간의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타임라인 노드 
블루프린트 타임라인의 특정 기능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노드입니다.

툴 
특정 액션을 수행하거나 하나 이상의 
액터 또는 애셋 정보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다이얼로그 또는 패널입니다.

UFE 
언리얼 프론트엔드(UFE)입니다. 
일일 비디오 게임 개발 및 테스트 
업무를 단순화하고 가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툴입니다.

UMG 
언리얼 모션 그래픽(UMG) 
UI 디자이너입니다.

UV 
UV 채널은 스태틱 메시에 있는 데이터 
세트로, 메시의 각 버텍스를 3D에서 2D 
스페이스 좌표로 매핑합니다. 이 매핑을 
통해 메시 렌더링 시 2D 텍스처 맵이 

어떻게 3D 지오메트리에 래핑되는지를 
정의합니다. 
 
베리언트 매니저 
언리얼 에디터 내의 특화된 UI 
패널로, 레벨 내 액터의 여러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베리언트라고 합니다.

뷰포트 
뷰포트는 언리얼 엔진에서 생성한 
월드를 볼 수 있는 창입니다. 게임에서 
하듯이 둘러보거나 건축 설계도처럼 
도식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륨 
레벨 내 한 영역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3차원 액터입니다.

XR 
증강 현실(AR), 혼합 현실(MR), 가상 
현실(VR) 등 컴퓨터로 연출하는 모든 
현실을 아우르는 카테고리입니다.

위젯 
위젯은 레벨 에디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주얼 툴입니다.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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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 가능성의 가상 세계 
 
리얼타임 3D 기술은 가상 세계의 잠재력을 실현하여 상상력의 한계를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의 직업 양상은 지금과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인터랙티브 3D 콘텐츠 개선 기술을 숙달한 사람에게는 새롭고 흥미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교사, 고용주, 학생 및 직장인까지 누구나 이러한 기술에 대한 수요의 득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몰입형 월드를 만드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언리얼 엔진을 무료로 
시작해보세요. 
unrealengine.com/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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