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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 C#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연습 시리즈에 대하여
유니티 C# 스크립트 연습 시리즈는 유니티 사용법과 C# 프로그래밍의 기본을 어느
정도 마스터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 시리즈에서는 간단한 게임의 로직에 해
당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면서, 왜 이 부분은 이렇게 코딩을 했으며 다른 방법으로 코
딩할 때와 비교했을 때 나은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일반
적인 초보자 대상의 책이나 동영상 강좌와 달리, 이 시리즈에서는 유니티의 기본 사용
법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세팅 등 코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은 최대한 적게 다
루고, 가급적 코딩 자체에 집중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막 입문 단계를 벗어나
서 좀 더 실무적인 코딩 능력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이 시리즈를 통해 좀 더 효과적으
로 유니티 C# 게임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리즈는 과거에 제가 만들었던 유니티 강좌 시리즈와 달리, 동영상이 아닌 전자책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프로그래밍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코드 한 줄에 대해
서도 많은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동영상 강의 방식으로는 자세히 설명하는데 한
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드 한줄을 추가할 때마다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작성했는지
를 설명하면서 진행할 예정인데, 동영상 강좌의 경우 시간에 쫓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
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전자책이라는 포멧을 택한 것입니다.

비록 전자책 포멧이지만 동영상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항목이 끝날
때마다 책으로 설명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다시 녹화해서 mp4 포멧으로 함께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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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책을 보시다 이해가 안되실 경우, 책에 표시된 동영상 예
제 파일을 열어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동영상에는 음성 설명이 없으며 코딩 및 유니
티 에디터 사용 장면만 군더더기 없이 편집해서 빠르게 보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책의 설명을 먼저 보시고 나서 리뷰라는 느낌으로 동영상을 돌려 보시면 책의
내용을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현재 시중에는 좋은 유니티 입문용 책과 강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중급
수준을 지향하는 책이나 강좌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너무 작
기 때문입니다. 초보자 대상의 책은 언제나 수요가 있지만, 중급자 이상을 지향하는
책을 출판했을 경우, 최소한의 매출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영역은 기
존의 기업형 출판사보다는 저와 같은 1인 독립 출판을 통해서 커버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언제까지 계속 낼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제 능력과 시간이
허용하는 한까지는 최대한 열심히 책을 써서, 유니티를 배우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
움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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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트 살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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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 발사대 게임 오브젝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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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입력(Input) 받아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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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입력 방식 추가하기

40

또 다른 콘트롤러 추가로 지원하기

41

BulletLauncher.cs 코드 초기화

43

IGameController 인터페이스 만들기

44

MouseGameController.cs 만들기

48

FireToTargetPosition() 함수 구현하기

51

KeyGameController.cs 만들기

54

총알 발사대(BulletLauncher)에서 IGameController 사용하기

58

GameManager 클래스 만들기

66

GameManager 클래스의 역할

66

BulletLauncher 프리팹으로 저장하기

68

GameManager.cs 코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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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Scene)에 게임 매니저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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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콘트롤러를 마우스에서 키보드로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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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펜던시 인젝션(Dependency Injection)이 꼭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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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Event)를 이용한 IGameController 사용법
예제 코드 상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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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event)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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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Action)으로 이벤트를 구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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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수신 함수를 만들자

104

이벤트 송신자와 수신자의 연결

107

입력 방식을 키보드로 바꿔 보자

116

두 개의 게임 입력 방식 동시 지원하기

119

다시 마우스 입력만 사용하자

122

마우스 입력 이벤트에 클릭 지점 좌표를 함께 전달하기

123

마우스 클릭 지점의 실제 좌표를 전달하자

130

총알(Bullet)을 만들자

!6

91

135

총알의 프리팹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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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Launcher를 이용해서 총알을 발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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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이 총구에서 발사되도록 하자

144

총알이 클릭 지점으로 날아가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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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 풀링이 적용된 Factory 만들기

153

재활용 오브젝트 전용 클래스인 RecycleObject 를 만들자

155

풀(pool) 생성 함수를 만들자

162

필요한 오브젝트를 요청하는 Get 함수 생성

165

오브젝트 반납 함수(Restore)를 만들자

169

완성된 Factory 사용하기

171

사용한 총알을 Factory 로 다시 회수하기

175

총알이 목표지점에 도달했는지 이벤트로 알려 주자

180

총알 발사 지연 시간(쿨타임) 설정

184

폭발 효과를 만들자

190

Explosion 의 프리팹을 만들자

196

총알이 목적지에 도달하면 Explosion 생성하기

198

폭발 효과가 일정 시간 후에 사라지게 하자

203

폭발효과를 Factory 로 회수하자

210

공통된 부분을 RecycleObject 에 정의하자

215

총알 발사대의 위치를 수동 지정하자

230

빌딩(Building)을 만들자

234

빌딩 프리팹을 만들자

238

빌딩 매니저(BuildingManager)를 만들자

240

TimeManager 를 이용한 게임 시작 딜레이 처리

255

Unbind 함수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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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미사일(Missile)을 만들자

279

미사일(Missile) 프리팹을 만들자

미사일 매니저(MissileManager)를 만들자
화면 상단의 랜덤 위치에서 미사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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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이 생겨나는 시점을 조절하자

303

빌딩 중 랜덤하게 하나를 골라 위치를 가져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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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사실을 빌딩에 어떻게 알려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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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파괴 이벤트를 Action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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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파괴 이펙트 프리팹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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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파괴 효과(DestroyEffect) 전용 팩토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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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폭발 효과 사라지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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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을 자동으로 생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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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 빌딩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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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과 총알의 폭발효과의 충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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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UI 를 만들어 점수를 표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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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Root.cs 스크립트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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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에서 스코어(score)를 업데이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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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바깥으로 나간 미사일들을 회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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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오버 처리하기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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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종료 이벤트 수신 함수들을 만들자

424

승리시의 보너스 점수 계산

432

승패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기

436

오디오 매니저(AudioManager)를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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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오디오 파일을 관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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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매니저(AudioManager)를 만들자

455

오디오 매니저(AudioManager)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자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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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된 파일 안내 및 이 책을 보시는 방법
구매 후 다운 받으신 압축 파일을 풀어 보시면, 다음과 같은 파일들이 들어 있을 것입
니다.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Book_MissileCommander.pdf

PDF 포멧의 전자책 파일입니다. 어도비
리더 등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Book_MissileCommander.epub

Epub 포멧의 전자책 파일입니다. 애플
의 ibooks 등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Video Samples 폴더

동영상 예제 파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MissileCommanderAssets.unitypac 스프라이트와 오디오 에셋이 들어 있는
kage
유니티 커스텀 패키지입니다.
MissileCommanderFinal.unitypack
age

강의에서 완성한 샘플 게임 예제 패키지
입니다.

한편, 이 책을 보시는 데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두 가지 특징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동영상 예제 파일
책의 중요한 챕터마다 앞의 챕터 이후로 추가된 코드나 유니티 에디터 설정을 동영상
으로 다시 한번 빠르게 보여 드리는 동영상 예제 파일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챕터 끝에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을 경우,

[동영상 예제 파일명: 097_play_sound_with_audio_manager.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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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_play_sound_with_audio_manager.mp4” 라는 이름의 파일을 열어 보라는 의미
입니다.
물론, 동영상 예제를 꼭 보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으로 설명을 따라 가는데 문제
가 없으시다면 굳이 동영상 예제를 열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책으로는 이해가 안
될 경우 참고용으로 만든 영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에는 음성 해설이 없습니
다. 단순한 참고용이기 때문입니다.)

C# 스크립트 파일 이름 확인
각각의 예제 코드 상단 우측에는 해당 코드가 들어 있는 C# 파일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는 도중 현재 어느 C# 클래스 파일에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지 이해
가 가지 않으실 경우, 이 파일 이름을 통해 빠르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
래의 예시 코드는 GameManager.cs 라는 C#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GameManager.cs
void OnAllBuildingDestroyed()
{
isAllBuildingDestroyed = true;
GameEnded?.Invoke(false, buildingManager.BuildingCount);
AudioManager.instance.PlaySound(SoundId.Game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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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
미사일 커맨더(Missile Commander)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전 아케이드 게임으로
서, 아주 간단한 게임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 초급자 대상이었다면 아주 쉽
고 간단한 방식으로 만들었겠지만, 중급자를 지향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가급적이면 확장성과 유지 보수성을 염두에 두고 제작해 보았습니다. 예제 코드
를 작성하는 동안 제가 주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느슨한 커플링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원래의 기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를
마주치게 됩니다. 기획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새로운 코드를 추가하거나 기존 코드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데, 게임 개발의 속성상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가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머는 자신이 지금 작성하는 코드에 대해 반드시 수정 요구
가 들어올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미리 이에 대비한 구조 설계를 해 두어야 합니
다. 이러한 대비책 중 하나는 느슨한 커플링(느슨한 클래스간의 결합)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클래스들이 서로에 대해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설계해
야 합니다.

클래스들이 너무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면, 기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어떤 하나의 클래
스를 변경했을 때 연쇄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클래스들이 생기게 됩니다. 심할 경우,
수정한 클래스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클래스까지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이런 일이 많아지면 코드의 유지 보수 기간과 비용이 급증하게 되어 전체적인
!12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게임 프로그래밍을 할 때, 느슨한
커플링(결합)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클래스간의
상호 의존도가 높은 경우를 ‘강하게 커플링되었다’고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느슨하
게 커플링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
유니티의 차기 버전이 공개되면서, 유니티 C# 프로그래밍 방식이 기존의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Object-Oriented Programming)에서 데이터 지향적 프로그래밍(DataOriented Programming)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입니다. (최근 코펜하겐에서 열린
Unite 2019 행사에서는 이 데이터 지향적 프로그래밍 방식인 DOTS 에 대한 강연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유니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방법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DOTS은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라 시중에 관련된 책은 찾
아 보기 어려우며 유니티 홈페이지에서 영문 자료로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은 아직까지 게임 프로그래머라면 반드시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할 분야입니다. 따라서 예제 게임인 미사일 커맨더(Missile
Commander)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최대한 객체 지향의 원칙에 충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간단한 코드들이지만 캡슐화와 추상화, 다형성, 그리고 상속성이라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원리’들을 모두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상속은 자칫하면 강
한 커플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1단계 이상의 상속
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캡슐화와 추상화, 다형성은 느슨한 커플링을 위해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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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므로 최대한 이에 충실한 코딩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각각의 코드를 설
명하는 가운데에서 이들 개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책의 예제를 통
해 충분한 실습을 하신 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C# 입문서의 OOP(객체 지향적 프로
그래밍) 항목을 다시 읽어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객체 지향적 방법을 사용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벤트 주도형 프로그래밍
느슨한 커플링을 위해 제가 많이 사용한 방법은 이벤트(Event)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예를 들어 총알, 빌딩, 폭발 효과 등)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확장성을 고려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각각의 인스
턴스들이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것입니다. 이벤트(Event)를 사용하면 이런 식의 게임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보여 드리는 예제를 따라 가시다 보면, 때로는 지나쳐 보일 정도로 이
벤트 중심의 코딩을 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실제 현업에서 코
딩을 할 때 이렇게 모든 것을 이벤트 중심으로만 작성하지는 않지만, 이런 연습을 통
해 이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기회를 가져 보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획의 변경이 잦은 게임 개발 프로젝트를 할 경우, 이벤트 중심으로 코딩을 하게 되
면 코드의 추가나 수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도미노 효과’를 큰 어려움 없이 피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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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펜던시 인젝션(Dependency Injection)
흔히 ‘의존성 주입’이라고 번역되는 ‘디펜던시 인젝션’은 느슨한 커플링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클래스 A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클래스 B의 인스턴스에 의존
해야 하는 경우, B를 A의 디펜던시(의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펜던시 인젝션이
란 클래스 A내부에서 클래스 B의 인스턴스를 직접 만들어 참조하는 방법 대신, 클래
스 A 외부에서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외부에서 내부로) 주입받아 참조하는 방식을 가
리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예제를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릴 예정이므로 여기
에서는 생소한 용어 때문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책을 읽어 나가시는 과정
에서 이 개념에 자연스럽게 친숙해지실 것입니다. (참고로 ‘포켓몬 고’ 개발자들도 이
개념에 근거하여 게임을 개발했다고 유나이트 2016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 https://youtu.be/8hru629dkRY 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15

싱글톤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참조의 최소화
초급자 대상으로 쓰여진 유니티 입문서나 기타 동영상 강좌들 중에는 싱글톤
(Singleton) 패턴을 지나치게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싱글톤을 일단 만들어 놓으
면 사용하기가 매우 편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프로그래머들에게 금기라고 할 수 있
는 글로벌 참조(언제 어디서나 바로 참조할 수 있는 클래스 인스턴스)를 기반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남용할 경우 위험합니다. 또한 이 방식은 클래스 들이 강하게 결합하
는 구조를 만들게 하므로 아무 생각 없이 싱글톤을 남발하게 되면 나중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싱글톤 사용을 최대한 자
제하였고, 맨 마지막의 오디오 매니저(AudioManager)를 만들 때만 이 방식을 제한적
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오브젝트 풀링이 적용된 팩토리(Factory)
오브젝트 풀링(Object Pooling)은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을 재활용해서 메모리를 절약
하고, 동시에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하는 횟수를 최소화해서 게임 도중에 퍼포먼스가
일시적으로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미사일 커맨더 게임 예제에서는
싱글톤 방식으로 글로벌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오브젝트 풀링 대신, 디펜던시 인젝션(의
존성 주입)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 풀링 클래스를 구현하고 여기에 팩토리
(Factory) 개념을 적용하여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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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지션 루트(Composition Root) 개념의 사용
게임에 사용되는 각각의 클래스들(정확하게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이 서로의 존재
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시작 포인트
(entry point)에 해당하는 클래스(여기에서는 GameManager) 한 곳에서 이들을 생성
하고 서로 연동해 주는 작업을 전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을 컴포지션 루트
(Composition Root)라고 합니다. 유니티에서는 컴포지션 루트의 역할을 하는 시작포
인트가 엔진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이 방식을 ‘이론 그
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부분적으로 나마 구현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며, 잘만 사용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미사일 커맨더 게임 예제에서는 게임
매니저(GameManager) 클래스를 마치 컴포지션 루트처럼 사용하여, 중요한 클래스
들이 서로의 존재를 모른 상태에서도 문제 없이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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