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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리얼 패스트 트랙
워크샵 1

Courtesy of AltSpace

언리얼 패스트 트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에픽의 무료 학습 플랫폼인 언리얼
온라인 학습을 통해 언리얼 엔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언리얼 패스트 트랙은 서너 명으로 구성된 팀을
대상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언리얼 엔진 숙련도나 관심사가 비슷한 팀원을 고르는 걸 추천합니다.
언리얼 패스트 트랙의 전 과정은 일주일에 하루만 투자해서 5주 만에 끝내는 과정입니다.
다섯 개의 워크샵은 각각 세 파트로 구성됩니다.
테스트 드라이브:언리얼 온라인 학습 강좌를 완료하여 엔진의 새로운 부분을 배웁니다.
그랑프리: 새로 배운 지식을 토대로 매주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오프로딩 및 토론: 배운 내용을 팀원과 활용하고, 실험하고, 토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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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드라이브

언리얼 온라인 학습 강좌는 언리얼 패스트 트랙의 핵심입니다. 언리얼 온라인 학습은 에픽게임즈에서 개발한 학습 플랫폼으로,
직원 역량 향상을 원하는 전문 기업들의 요청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업계 전문가들이 배우는 콘텐츠로 배울 수 있습니다.
언리얼 패스트 트랙의 각 파트에는 팀원과 함께 완료할 수 있는 언리얼 온라인 학습 강좌가 있습니다. 강좌를 통해 엔진 개념,
엔진 내 새로운 툴, 여러 엔진 시스템의 바탕이 된 철학 등 언리얼 엔진의 핵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 학습 사이트 주소는 www.unrealengine.com/onlinelearning입니다.

각각의 강좌는 영상과 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좌를 완료할 때마다 언리얼 온라인 학습 업적 페이지에서 배지를 얻습니다.

그랑프리

그랑프리는 언리얼 패스트 트랙을 완료하면서 추가하게 될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테스트 드라이브와 오프로딩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게임에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추가하게 됩니다. 언리얼 온라인 학습 강좌를 완료할 때마다 프로젝트에
새로운 걸 추가할 수 있고, 자기 디자인에 맞게 게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프로딩 및 토론

언리얼 온라인 학습 강좌를 마치면 다음 단계는 실험입니다. 오프로딩 및 토론 단계에서는 언리얼 엔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를 변경하고, 생성하고, 파괴하게 됩니다. 오프로딩은 창의력을 뽐내고, 강좌를 배우면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시도할
기회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실수하는 게 좋습니다! 오프로딩 과정 도중과 이후에는 팀원과의 토론에 참여해야 합니다.
토론의 중점이 되는 세 가지 D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워크샵 중에 가장 헷갈리거나 어려웠던 난관(Difficulties)
실험하고, 탐구하면서 한 발견(Discoveries)
배운 내용으로 실현하고는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꿈(D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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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방법

언리얼 패스트 트랙은 가상의 팀과 함께 진행합니다.
진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
3.
4.
5.

세 명 또는 네 명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합니다.
5주 동안 주마다 만날 날짜와 시간을 정합니다. 팀원은 주마다 지정된 시간까지 해당 워크샵의 테스트 드라이브와
그랑프리 섹션을 완료해야 합니다.
모이기 전 일주일 동안, 해당 테스트 드라이브 및 그랑프리 영역의 언리얼 온라인 학습 강좌를 혼자 완료합니다.
강좌 도중에 문제가 있으면 팀원이나 Discord 서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면 팀 동료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지정된 시간에 가상으로 모여서 오프로딩 및 토론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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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1: 엔진 소개 및 3인칭 플랫포머 제작
학습 포인트

테스트 드라이브(1시간)
•
•
•
•
•

새 프로젝트 만들기
뷰포트 둘러보기
마켓플레이스에서 콘텐츠 받기
레벨에 콘텐츠 배치하기
블루프린트 소개

•
•

기본 레벨 생성하기
블루프린트 소개(심화)

•
•

CharacterMovement 컴포넌트 소개
변수 편집 및 테스트플레이

그랑프리(1시간)

오프로딩 및 토론(1시간)

테스트 드라이브

첫 주에는 언리얼 온라인 학습 강좌인 ‘언리얼 엔진과의 첫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이 강좌는 엔진의 전반을 살펴보고, 씬을 생성한
다음, 씬 내부를 둘러봅니다. 이 강좌의 주소는 https://www.unrealengine.com/onlinelearning-courses/your-first-hour-withunreal-engine 입니다. 이 문서에는 팁과 강좌가 처음 나왔을 때 이후로 변경된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영상마다
팁과 변경 사항이 타임 스탬프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스탬프 표시가 없다면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읽으면 됩니다.
1: 런처 소개
언리얼 엔진 최신 버전은 4.24입니다. 언리얼 스튜디오는 언리얼 엔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 첫 프로젝트 생성하기
1:40:언리얼 프로젝트 브라우저는 영상의 브라우저와 약간 다르지만, 콘텐츠는 전부 같고 위치만 바뀌었습니다. ‘게임‘을 클릭한 다음,
‘3인칭‘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다음을 클릭한 다음, 디폴트 옵션이 정확하겠지만 확인을 위해 첫 옵션이로 블루프린트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첫 레벨 제작하기
스태틱 메시를 선택한 상태에서 End 키를 누르면 해당 스태틱 메시가 바닥에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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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프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3인칭 플랫포머를 만들어 보세요. 초보자 콘텐츠 및 인피니티 블레이드 애셋 팩의 스태틱 메시를
활용하세요. 원한다면 인피니티 블레이드 또는 파라곤 콘텐츠를 레벨에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레벨을 만들면서 엔진 내에서
레벨을 테스트해 보세요. 떨어졌다면, PIE(에디터에서 플레이) 세션을 나간 다음, 다시 플레이를 눌러서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3인칭 플랫포머 레벨을 만들었으면, 이제 게임에 사망 및 리스폰을 추가해 봅시다. 여기서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단계만
잘 따라오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3인칭 플랫포머에 사망을 추가하려면 다음 설명대로 하면 됩니다.
1.
2.
3.
4.

화면 상단 툴바에서 ‘세팅’ 버튼을 누르고, 첫 번째 옵션 ‘월드 세팅’을
선택합니다.
디테일 패널 옆에 두 번째 탭이 추가됩니다. 월드 세팅 패널에서 		
스크롤해서 월드 영역으로 이동한 다음, ‘사망 Z’ 옵션을 찾습니다.
사망 Z를 ‘-1000’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플레이어가 Z축 -1000 지점에 도달하는 즉시 소멸합니다. 바로		
해보셔도 됩니다! 플랫폼에서 뛰어내려 Z축 -1000 유닛에 			
도달하면 액터가 레벨에서 삭제되어 플레이어가 사라집니다. 			
이제 사망은 됐고, 리스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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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폰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지만, 아래 설명대로만 하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9.

프로젝트 내에서 게임 모드 블루프린트를 엽니다. (우리는 ThirdPersonGameMode 블루프린트를 쓰고 있습니다.)
ThirdPersonCharacter 블루프린트와 같은 폴더에 있습니다.
게임 모드 블루프린트를 열면 클래스 디폴트 아래에 노트가 있는데, 데이터 전용 블루프린트라는 뜻입니다. 			
블루프린트 에디터로 가려면 ‘풀 블루프린트 에디터 열기‘라는 파란색 문장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이벤트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우클릭해서 Event BeginPlay 노드를 추가합니다.                            		
노드를 추가하는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이벤트 그래프를 우클릭 합니다.
b.
찾고 있는 노드와 관련된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언리얼 엔진이 관련 옵션을 표시합니다.
c.
찾던 노드를 클릭합니다.
d.
언리얼 엔진이 어떤 노드를 원할지 추측해서 회색으로 표시합니다.
원하는 노드가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Enter 키를 눌러서 선택합니다.

그래프를 다시 우클릭해서 Get Player Character 노드를 추가합니다.
Get Player Character 노드의 Return Value핀에서 선을 클릭 후 드래그해서 On Destroyed 할당 노드를 추가합니다.
(반드시 올바른 노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Bind Event to On Destroyed와 OnDestroyed_Event_0라는 두 개의 노드를 		
자동 생성합니다.)
Event BeginPlay 노드의 흰색 삼각형 출력 실행 핀을 On Destroyed 이벤트 바인딩 노드의 입력 실행 핀과 연결합니다.

새로 생성된 OnDestroyed_Event_0 노드에, 2초로 설정된 Delay 노드를 연결합니다.						
(참고: Delay 노드는 연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선택사항입니다.)
Delay 노드에 Get Actor Of Class 노드를 연결합니다. 해당 노드의 액터 클래스 드롭다운에서
‘PlayerStart.‘를 선택합니다
Get Actor Of Class 노드의 출력 실행 핀에 SpawnActorFromClass 노드를 연결합니다.					
SpawnActorFromClass 노드의 클래스 드롭다운에서 ‘Third Person Character‘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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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Get Actor Of Class 노드의 Return Value 핀에 GetActorTransform 노드를 연결합니다.
GetActorTransform 노드의 Return Value 핀을 우클릭하고 ‘구조체 핀 분할‘을 선택합니다.

12.

생성한 SpawnActorFromClass 노드의 Spawn Transform 핀에 우클릭하고 ‘구조체 핀 분할‘을 선택합니다.
GetActorTransform 노드의 Return Value Location핀을 SpawnActorFromClass 노드의
Spawn Transform Location 핀과 연결합니다
그래프에서 우클릭하여 Get Player Controller 노드를 추가합니다.
(참고: 4번 단계의 ‘Get Player Character‘ 노드가 아닙니다.)
Get Player Controller 노드의 Return Value 핀에서 선을 드래그해서 Possess 노드를 추가합니다.
SpawnActor 노드의 Return Value 핀을 Possess 노드의 In Pawn 핀과 연결하고, 실행 선을 연결합니다.
Event BeginPlay 노드 근처의 그래프를 우클릭하고, 커스텀 이벤트를 추가하고, 이름을 ‘Respawn‘으로 설정합니다.
커스텀 이벤트를 On Destroyed 에 이벤트 바인딩 노드와 연결합니다.
Possess 노드의 출력 실행 핀에서 선을 드래그하고, 검색창에 ‘respawn’ 을 입력하여 새로 생성된
Respawn 이벤트를 호출합니다.
블루프린트를 컴파일하고 저장합니다. 전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야 합니다.

13.
14.
15.
16.
17.
18.
19.

20.
  

축하합니다! 이제 게임에 사망과 리스폰이 추가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반드시 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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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습은 블루프린트 학습 및 이용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한 과정입니다. 에픽처럼 작업하고 싶다면, 블루프린트 그래프를  이렇게
같이 바꿔도 됩니다.

오프로딩 및 토론

이번 강좌에서 소개한 다양한 액터로 실험하세요. 디테일 패널에서 라이트와 포스트 프로세싱 관련 세팅을 만져보면서
세팅 변경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라이팅을 확인하세요. 재미있는 세팅을 발견하면 팀원과 탐구하고, 공유하세요.
다음으로, ThirdPersonBP 폴더를 보면 ‘Blueprints‘ 폴더가 있습니다. ThirdPersonCharacter를 더블 클릭하면
ThirdPersonCharacter 블루프린트가 열립니다. 블루프린트 에디터 좌측에서 컴포넌트 패널을 찾습니다.
CharacterMovement 컴포넌트를 선택합니다. 우측에 보이는 디테일 패널에 모든 캐릭터 이동 세팅이 표시됩니다.
Character Movement(General Settings), Character Movement: Walking, Character Movement: Jumping/Falling
세팅을 바꿔보세요. 숫자와 체크박스 변경 사항이 게임 내 캐릭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세요. 원하는 게임의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
•
•

캐릭터가 높게 점프하고, 빠르게 달렸으면 하나요?
캐릭터가 매우 느리고, 정확하게 움직였으면 하나요?
캐릭터가 가파른 경사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나요?

•
•
•

난이도: 이번 주 워크샵에서 가장 어려웠거나 헷갈렸던 부분은 뭐였나요?
발견: 레벨 제작 및 캐릭터 이동 조정 과정에서 흥미로웠거나 환상적이었던 부분은 뭐였나요?
꿈: 이번 주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어떤 메커니즘이나 시스템이 떠올랐나요?그걸 지금 가진 지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토론하세요.

세팅을 만져보면서 팀원을 위한 게임을 만들어 보세요. 서로의 레벨을 플레이하고 다음과 같은 주제로 토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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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워크샵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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