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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온라인 게임에서 구현되어 있는 수동적인 MOB(Mobile Character)에 ‘ 회피’ 상태를 추

가하고 3 가지 각각의 행동 전이에 따른 행동 패턴을 행동 특성 곡선으로 표현하며 ‘ 공격’ 과‘ 접

근’ 자극을 스트레스 모형에 적용하여 스트레스에 따른 MOB 에이전트의 행동 패턴 변화를 설명하

고 주변의 다른 에이전트들과의 협동을 도모할 수 있는 지능적인 MOB 에이전트를 [1]논문에서 설

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논문에서의 모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동패턴을 구체화하고 수식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스트레스 카운터를 추가하여 보다 현실적인 모형을 설계하였다. 

 

1. 서  론 

최근 몇 년간 일반 가정에 고속 인터넷의 빠른 보

급과 디지털 컨텐츠의 불법 복제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게임들이 패키지게임보다 온라인게임으로 개발

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많은 온라인 게임들이 여

러 사용자들을 지원하는 다사용자 온라인 게임으로 

개발됨에 따라 동일한 게임 내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게임들은 실사

용자들 간에 행동으로만 진행되기도 하지만 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실사용자가 조종하지 않는 NPC 

(None Play Character) 에이전트들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NPC 에이전트들은 게임의 진행만을 위하여 

존재하기도 하지만 실사용자가 사냥하는 NPC 도 존

재하며 이런 NPC 들을 MOB 에이전트 라고 한다. 기

존의 다사용자 온라인게임에서는 이러한 MOB 에이

전트의 행동패턴은 ‘ 공격’ 과 ‘ 대기’ 의 수동적인 

상태만을 가지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경향이 있다[2]. 

[1]논문에서 사용된 수식을 변형하고 새로운 알고리

즘을 도입하여 더욱 역동적인 MOB 에이전트를 설계

하고자 한다. 

 

2. 지능형 MOB 설계 

본 논문에서 설계하는 지능형 MOB 에이전트는 단

순한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던 기존의 MOB 에이전

트들에게 패턴의 다양화와 지능화를 부여하기 위하

여 스트레스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스트레스 모형은 

건축학, 의학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측정 값

이 특정 임계 값을 넘을 때 물체의 파괴 또는 병의 

발병과 같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모형화 

하며 하나의 측정값에 대한 임계 값이 하나의 곡선

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측정값이 임계 값을 넘어설 

때 이벤트가 발생한다[3]. 

이러한 스트레스 모형은 측정값이 임계 값을 넘어 

설 때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단순한 모형이기 때문에 

다양한 행동 패턴을 나타내기 위하여 6 개의 컨트롤 

점을 갖는 2 차 베지어 곡선(Bézier curves)으로 표현

된 행동특성 곡선을 사용한다. [1]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캐릭터의 접근 또는 공격으

로 인한 MOB 의 스트레스에 대하여 설명하고 스트

레스의 양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에 모든 경우에 대한 

스트레스 값을 더하므로 정확한 스트레스 값을 계산

하기 위한 공식과 패턴 이외에 행동을 추가 함으로

서 보다 역동적인 MOB 에이전트를 설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양의 차이를 둠으로

써 보다 현실적인 모형을 만들수 있다.  

 

2.1 스트레스 모형 

 

본 논문에서는 MOB 에이전트가 받는 자극을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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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S 라고 정의하고 스트레스는 공격 자극에 의한 

스트레스 As 와 공간 자극에 의한 스트레스 Ds 로 정

의한다. 공격 자극의 스트레스 As 는 다음의 (식 1)

에서와 같이 공격을 받는 시점에서 큰 폭으로 상승

하다가 최대값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특징

이 있다.  

 

CAs α=  ---- (식 1) 

(단, MaxAs ≥ 이면 MaxAs = 이다) 

 

(식 1)에서 α 와 Max  는 상수로 각 MOB 의 수

치를 나타낸다. α 는 공격받을 때의 자극의 크기를 

결정하는 변수이다. α 값이 크면 공격적 성향을 띠

는 MOB 이고 α 값이 작으면 비공격적 성향을 띠는 

MOB 에이전트이다. 

C 는 공격 카운터로 공격 받은 횟수이다. 공격 자

극은 일정치 이상 받더라도 자극의 크기는 같아진다. 

즉, As 의 최대 값은 Max 값이 된다. 따라서 스트레스

는 공격의 자극 보다는 공간의 자극에 더 많은 영향

을 받게 된다.  

공간 자극의 스트레스 Ds 는 다음의 (식 2)에서와 

같이 MOB 와 사용자 캐릭터와의 거리 D 에 비례하

여 시간(t)에 따라 변화 하는 모습으로 정의한다.  

 

DDs t2=   ---- (식 2) 

(단, t 의 단위는 ms 이다.) 

 

(식 2)에서 t 에 따라 공간자극의 세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D 는 작을수록 MOB 에이전트와 사용자 캐릭

터간의 거리가 멀고 D 가 클수록 MOB 에이전트와 

사용자 캐릭터간의 거리가 가까워 진다. Ds 에서의 

거리 D 는 다음 (식 3)과 같다.  

 

UMsD −=   ---- (식 3) 

 

(식 3)에서 Ms 는 MOB 의 시야범위를 나타내고  

U 는 사용자 캐릭터와의 유클리드 거리를 나타내며 

시야범위 내에 여러 사용자 캐릭터가 있을 경우 각 

사용자 캐릭터로부터 받는 공간 자극을 계산하여 총

합을 Ds 로 계산한다. 즉, MOB 에이전트주의에 많은 

사용자 캐릭터가 있을 경우 MOB 가 받는 스트레스

의 양은 더욱 많아 지게 되어 행동의 변화가 빨라진

다. 그리고 D 의 값이 작으면 MOB 에이전트와 사용

자캐릭터간의 거리는 멀어지고 크면 MOB 에이전트

와 사용자캐릭터간의 거리는 가깝다. (식 3)의 U 는 

다음의 (식 4)와 같다 

 

2 2( ) ( )U MobX PlayX MobY PlayY= − + −  -- (식 4) 

 

(식 4)에서 MobX 와 MobY 는 MOB 의 좌표 값이고 

PlayX 와 PlayY 는 사용자의 좌표 값이 된다. 그리고 

U 의 값이 작으면 MOB 에이전트와 사용자캐릭터간

의 거리는 가깝고 크면 MOB 에이전트와 사용자캐릭

터간의 거리는 멀어지게 된다. MOB 가 받는 스트레

스 S 는 다음 (식 5)와 같이 공격 자극에 의한 스트

레스 As 와 공간 자극에 의한 스트레스 Ds 의 합으로 

나타내어지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누적된다.  

 

)()(
00

)1( iDsiAsSS
n

i

n

i
NN ∑∑

==
− ++=  ---- (식 5) 

 

(식 5)에서 NS 는 현재 스트레스이고 )1( −NS 는 이

전 스트레스의 양이다. i 는 사용자 캐릭터의 수 이

다. 만약 MOB 에이전트 시야에 3 명의 사용자캐릭터

가 있다고 가정하면 i =0, 1, 2 가 된다. 그리고 각각

의 사용자 캐릭터로부터 받는 As 와 Ds 의 합이 

MOB 에이전트가 받는 실제 스트레스의 값이 된다. 

따라서 많은 사용자 캐릭터가 한 MOB 에이전트 주

위에 있거나 공격을 하면 스트레스의 양은 커진다.  

 

2.2 행동 특성 곡선  

 

행동 특성 곡선은 MOB 에이전트 마다 다른 행동 

패턴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 1)과 같은 모

습이다. 

 

 
(그림 1) MOB 에이전트의 행동 특성 곡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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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0 ≤≤ t ) 

 

(식 6) )(tB 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discrete) N

개의 조절점에 의해 얻어지는 곡선을 구하는 연속함

수 있다. 여기서 N 은 조절 점의 개수이고 t = 0 이면 

시작 조절점(c = 0)을 의미 하고 t = 1 이면 마지막 

조절점 (c = N)을 의미 한다. cP 는 x, y 좌표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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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하나의 순서쌍(x, y 좌표를 가지는 것)를 의미한

다. 즉, ⎟⎟
⎠

⎞
⎜⎜
⎝

⎛
=
y
x

Pc 를 의미 한다.  

이것을 행동특성 곡선에 적용하면 (식 7)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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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7) 

 

행동 특성 곡선은 (그림 1)과 같이 6 개의 컨트롤 

점을 갖는 2 차 베지어 곡선으로 표현한다. S 의 값이 

증가 함에 따라 K 가 양과 음으로 변화한다. 초기 상

태의 결정에서 ‘ 공격’ 이 나올 경우 행동 특성 곡

선에서 K 값이 0 보다 클 때는 ‘ 공격’ , 0 보다 작을 

때는 ‘ 회피’ 가 된다. 초기상태에서 ‘ 회피’ 가 나

올 경우 행동 특성 곡선에서 K 값이 0 보다 클 때는 

‘ 회피’ , 0 보다 작을 때는 ‘ 공격’ 이 부여되어 각 

MOB 에이전트 마다 개성 있는 행동을 나타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의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곡선은 스트

레스의 증가에 따라 처음에는 ‘ 공격’ , 이후 ‘ 회

피’  그리고 다시 ‘ 공격’  순으로 변화 하고 회피

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곡선은 스트레스의 증가에 따

라 처음에는 ‘ 회피’ , 이후 ‘ 공격’  그리고 다시 

‘ 회피’  순으로 변화한다. 또한 공격과 회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공격과 회피는 본 논문에

서는 흥분상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MOB 에이전트 

마다 부여되는 특정한 행동들 또한 흥분 상태로 생

각을 할 수 있다. 예로 공격을 하던 중 MOB 에이전

트 마다 부여된 특정 스킬을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

서 처음 설정한 행동 특성 곡선(2 차원 베지어 곡선)

을 이용하여 처음에는 흥분상태를 결정하고 또 다른 

곡선을 사용하여 다음 행동을 결정 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즉, 처음에는 상태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상

태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결정 지을 수 있다. 본 논

문의 공격과 회피는 상태를 의미 할 뿐이다. 따라서 

MOB 에이전트는 (그림 2)와 같이 행동의 패턴이 여

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림 A)                       (그림 B) 

(그림 2) 상태에서 행동으로 변화 과정 

 

 

(그림 2)에 (그림 A)의 K 값이 만약 양수가 나와 

공격이라는 상태가 되면 (그림 A)의 K 값이 양수 일 

동안 (그림 B)와 같이 변화 하여 행동을 변화 시켜 

줄 수 있다. 즉, (그림 A)에 )(tB 에 t 와 K 값을 변화 

시켜주고  K 와 S 를 작게 하여 새로운 모델 (그림 

B)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그림 A)에서 K 값이 양수 

일 때 동안은 (그림 B)의 행동을 변화 시켜 줄 수 있

다. (그림 A)는 MOB 에이전트의 상태를 의미하고 

(그림 B)는 (그림 A) 상태에서 MOB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정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B)

는 (식 7)에서의 )(tB 을 )'(tB 으로 표현한다.  

 
5 4 2 3

0 1 2

3 2 4 5
3 4 5

( ') (1 ') ' 5 '(1 ') ' 10 ' (1 ') '

10 ' (1 ') ' 5 ' (1 ') ' ' '

B t t P t t P t t P
t t P t t P t P

= − + − + − +

− + − +
(식 8) 

 

만약 위와 같이 행동이 3 가지일 경우 나올 수 있

는 행동패턴은 총 9 가지이다. 그리고 같은 MOB 에

이전트일지라도 스트레스 양에 따라 나올 수 있는 

패턴의 모양도 달라질 수 있다.  

 

2.3 스트레스 카운터 

 

보다 현실적인 스트레스 모형을 만들기 위해 여기

서 스트레스 카운터를 사용하였다.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속

도는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보다 느릴 것이다. 반면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자극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스트레스를 받는 속도는 빨

라 질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트레스를 받

는 속도에 관련된 변수인 스트레스 카운터를 두어 

스트레스를 받는 속도의 변화를 줄 것이다. 만약 스

트레스 S 가 있는 경우 MOB 에이전트가 사용자 캐릭

터를 죽이면 그 MOB 에이전트의 스트레스 카운터는 

0 이 되고 스트레스도 0 이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식은 (식 5)’ 이 되어 (식 9)와 같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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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스트레스가 0 이 되기 전에 또 다른 자극으

로 스트레스에 변화를 받을 경우 그 MOB 에이전트

가 받는 스트레스의 양은 (식 10) 과 같아 진다. 그

리고 스트레스 카운터는 1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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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트레스 카운터는 초기에는 -1 로 스트레스

를 받는 양은 (식 5)와 같다. 즉, 스트레스가 없는 

MOB 에이전트는 2 배 느리게 스트레스의 양이 늘어

나고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의 MOB 에이전트는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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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의 변화가 2 배 빠르게 진행이 된다. 이와 같이 

함으로서 스트레스를 받는 속도의 변화를 MOB 마다 

다르게 줄 수 있다. 따라서 MOB 에이전트의 행동의 

변화는 더욱 역동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적용 결과 

[1]논문에서 MOB 에이전트는 여러 사용자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수정을 하였다. 다음 <표 1>은 여

러 사용자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양을 비교 한 

것이다.  

 

<표 1> 스트레스 양 비교 

 플레이어 1 플레이어 n 

[1] 논문 S S 

본 논문 S Sn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 속도의 차이를 두었다. 스트

레스 카운터를 이용하여 스트레스가 카운터가 -1 인 

MOB 에이전트와 스트레스 카운터가 0 인 MOB 에이

전트와 스트레스 카운터가 1 인 MOB 에이전트들에 

스트레스를 받는 속도를 다르게 하므로 현실적인 스

트레스 모형을 제시 한다. 다음 <표 2>는 스트레스 

카운터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는 양을 비교 한 것이

다.  

 

<표 2> 스트레스 카운터에 따른 스트레스 양 비교 

 스트레스 

카운터 -1 

스트레스 

카운터 0 

스트레스

카운터 1

[1] 논문 S S S 

본 논문 S 
2
S

 2S 

 

마지막으로 [1]논문에서는 패턴만 제시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행동을 추가하여 패턴 곡선안에 또다

른 행동 특성 곡선을 이용하여 행동을 선택 할 수 

있게 하였다. 만약 공격에서 행동이 대검 공격, 필살 

공격, 마법 공격이 있고 회피에서 도망, 은신, 순간

이동이 있다고 가정하자. 다음 <표 3>은 각각의 행

동에 대한 비교이다. 

 

<표 3> 공격 및 회피행동 비교 

 [1] 논문 본 논문 

0~20% 대검 공격

20~60% 마법 공격
공격 

행동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반복한

다. 60~100% 필살 공격

0~20% 도망 

20~60% 은신 
회피 

행동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반복한

다. 60~100% 순간이동 

 

<표 3>에서와 같이 스트레스의 양에 따라 서로 다

른 공격과 회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1]논문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현실적인 스트레스 모형을 설계하였다. 수식ㄱ

ㅘ 알고리즘을 변경하였고 행동 특성 곡선에 새로운 

모습이 그려지게 되도록 변경하였다. 따라서 알고리

즘이 보다 유연해지게 되고 패턴 안에서 다시 행동

으로 나뉘어 지기 때문에 같은 MOB 에이전트라고 

해도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보다 

역동인 MOB 에이전트를 상대할 수 있게 된다. 따라

서 실사용자들에게 보다 역동적인 게임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게임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어준다.  

기존 스트레스 모형에서는 스트레스를 이전의 스

트레스에 한 명의 사용자에게만 스트레스를 받게 되

어있었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에서는 여

러 사용자에게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게 설계되어 더

욱 빠른 상태 변화가 일어 날수 있게 되었고 스트레

스 카운터를 통해 각각 MOB 에이전트의 스트레스를 

받는 속도에 변화를 주었다. 그것으로 인해 같은 시

야에 있는 MOB 에이전트들이 서로 다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또한 패턴 안에 행동을 만들어서 하나의 

패턴이 결정되면 그 안에 또 다른 행동 특성곡선이 

만들어져서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MOB 에이

전트는 사용자 캐릭터에게 각기 다른 행동을 보이므

로 지루했던 온라인게임의 사냥을 즐겁게 할 수 있

을 것이다.  

향후 연구 과제는 초기 상태의 결정에 퍼지 이론

(fuzzy theory)과 같은 유연한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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