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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3D 게임 진행에서 NPC들을 속성에 따라 그룹핑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움직임이 없는 

NPC는 가버필터링 결과에서 특이한 방향성 특성을 띄는 경향이 있지만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NPC는 그 지 않다. 

그룹핑을 해 우선 NPC 객체 내부의 방향성과 주 수 역의 특징을 분석하고 각각을 24개의 가버 필터뱅크로 구

성하며 필터의 스 일과 방향에 따른 24차원 특징 벡터를 산출한다. 추출된 벡터는 특정 방향에 따른 에 지를 나

타낸다. 이러한 에 지는 NPC 내부에 있는 객체 질감의 특정 방향에 한 크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NPC들을 

그룹핑 속성으로 이용하 다. 제안한 방법은 게임진행에서 유사한 속성을 가진 NPC들이 자동으로 그룹핑되어 

략 이고 속도감 있게 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ABSTRACT

 An NPC grouping method is proposed for various 3D games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Immovable objects tend to have particular 

orientation features in their Gabor filtering results whereas the movable objects controlled by AI appearing as a human or an animal do not. 

First of all, We analyzed directional and frequency domain features in the NPC object and configured them as 24 Gabor filter banks. Then, 

24-dimensional feature vectors according to the scale and direction of the filter are calculated. Each extracted vector represents the energy of a 

certain direction. This energy indicates the particular direction strength of the object texture. Thus, using this property, NPCs could be grouped 

as artificial objects and natural objects effectively and it draws the game more speed and strategic actions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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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NPC(Non Player Character)는 유  캐릭터와 력하

거나 게임의 배경과 스토리 개를 한 유  이외의 캐

릭터 역할을 한다[1]. 게임 내에 존재하는 NPC의 종류

는 매우 다양하여 속성에 따라 그 역할이나 행동에 차이

가 있다.  이러한 속성들로 인하여 게임디자인 컨셉이 

달라지며 보다 폭넓은 행동으로 게임의 략  술에 

기여하게 된다.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NPC들은 행동성 

객체로 분류되어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속성의 그룹으

로 형성될 수 있으며 무기, 물건, 도구, 자동차 등과 같은 

인 인 NPC들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을 각각 자연객체  인공객체로 명명 

하 다.

객체를 속성에 따라 그룹핑 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

다. 캐릭터의 역들 사이에 색상 분포의 차이를 이용한 

심 특이성, 특이성과 색상간의 상 계 변화 그리고 

캐릭터로 추정되는 역의 경계선에 한 에지 길이를 

속성으로 하여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2]. 한편, 객

체를 스 치하여 형상 정보로 이용하고 객체의 질감  

색상 정보는 사용자가 직  상에서 선택하여 이들 정

보를 모두 만족하는 역을 추출하는 방법도 시도되었

다[3].

NPC와 같은 게임 캐릭터들은 유 가 조정하는 캐릭

터가 아닌 자체 으로 AI(인공지능)에 의해 행동한다. 

RPG 게임에서의 NPC들은 게임의 흥미를 높이는 데 

요한 역할을 하지만 단순한 패턴에 의한 행동으로 게임

을 지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특유

의 속성을 이용하여 움직임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면 게

임의 흥미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 이다. 한 련 리

소스를 약하고 뚜렷한 목 의식을 가진 NPC로 활동

할 수 있어 게임을 략 으로 이 할 수 있으며 단

순하고 지루한 요인을 제거하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FPS 게임의 NPC는 유 와 상 없는 공동의 

으로 각각의 개성을 지니고 맵 곳곳에서 이를 보조

하는 역할을 한다. 한 공격과  무 한 단지 방패

용으로 사용되는 NPC들도 많이 존재한다. AI에 의한 

NPC는 게임의 상황에 따라 군 는 아군으로 행동하

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움직임이 없는 NPC는 유 에

게 특별한 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의 FPS 게임

들은 에 상 없이 유  가까이에 있는 NPC에게 우

선순 를 주어 다가가게 하여 험을 느끼지 않는 유

들은 지루함과 답답함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 AI가 없는 

NPC가 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빠른 속도

와 긴장을 요하는 FPS 게임의 특성을 해하는 요소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가버 특성을[4] 이용하여 NPC 들에 

한 가버 에 지 맵(Gabor Energy Map, GEM)을 형성

하고 NPC 내부에 있는 질감 특징 벡터를 추출한다. 

한 GEM을 이용하여 객체의 특정 방향에 따른 에 지 

값을 산출한다. 그리고 각 방향에 한 에 지는 방향

성에 한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버 방향 에 지

(Gabor Orientation Energy, GOE)를 제안하고 GOE 차이

의 합(Sum of GOE Difference, SGOED)을 이용하여 NPC

를 자연객체와 인공객체로 그룹핑하는 속성으로 제안

하 다.  

Ⅱ. 가버 특성 분석

2.1. 가버 필터와 스펙트럼

NPC들은 스스로 움직임이 있는 자연 인 객체(자

연객체)들과 움직임이 없는 인 인 객체(인공객체)

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객체들은 질감 특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인공객체는 내부에 주로 반복되

는 직선이 규칙 으로 배열되어 있는 반면 자연객체는 

복잡하고 불규칙 인 형태의 질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의 이러한 질감 특징벡터 추출을 

해 가버필터  가버 스펙트럼과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객체의 특정 스 일(scale)과 방향(orientation)에 따른 

국소 주 수 역의 에 지를 추출한다. 그림 1에서 보

듯이 인공객체의 스펙트럼은 강한 방향성을 띄거나 특

정 주 수 역에서 피크(peak)형태로 나타나는 반면 

자연객체는 방향성이나 피크가 없다.이것은 객체의 형

태가 스펙트럼에 반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들은 객체를 분류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임을 보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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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객체에 따른 스펙트럼의 
Fig. 1 Examples of the object spectrum

2.2 가버 에 지 맵(GEM)

NPC 객체들의 질감 특징 벡터를 추출하기 해 가

버 필터 사 과 유사하게 각 객체들을 24개의 필터뱅크

로 구성하 다[5]. 따라서 GEM은 가버 필터링 과정의 

결과로 산출되는 24차원 특징 벡터로 볼 수 있다. NPC 

객체를 그림 2.a 와 같이 퓨리에 변환 후 24개의 필터로 

구성된 가버필터 뱅크(그림 2.b)에 통과시킨다. 그 후 

24차원 특징 벡터를 추출하기 하여 스 일 수, 방향

의 수, 주 의 심, 고주 의 심을 각각 4, 6, 0.1, 

0.4 로 기화 한다. 그림 2.b 의 가버필터 에서 번째 스

일과 번째 방향에 해당되는 필터를 로 나타내고 

필터링 된 상은 로 표 한다. 따라서 그림 2.b 에 

으로 표시된 필터(     )를 통하여 필터링 

된 상은 그림 2.c 에 나타나 있는 에 해당하는 상

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형성된 24차원 특징 벡터

(그림 2.c)는 그림 2.a 의 객체에 한 GEM 을 보여

다. 

Scale

Fourier Transform Gabor Filter GEM Orientation

(a) (b) (c)

그림 2. 객체 상의 가버필터링과 가버 에 지 맵
Fig. 2 Gabor filtering and GEM of image objects

따라서 가버필터 뱅크의 각 스 일과 방향에 따른 특

성들은 GEM에서 잘 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의 값을 가버에 지 로 나타낼 수 있다. 

에 한 는 수식 (1) 에서와 같이   에서 모든 복

소수 값의 크기 제곱의 합으로 정의 된다. 따라서 그림 

2.c 를 분석하면 그림 2.a 에 주어진 객체 내부에 있는 질

감의 특성을 알 수 있다.

 
 (1)

2.3 가버 방향 에 지

가버 필터링 과정의 결과로 도출되는 GEM은 객체의 

24차원 벡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PC들

에 하여 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반 인 속성들로 인

하여 그룹을 이룰 수 있는지 확인하기 해 1200개의(자

연  인공객체 각 600개) 객체들에 하여 무감독분류 

방법인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그룹핑을 수행하

다. 이는 K 개의 생성된 그룹의 개수만큼만 비교하기 

때문에 K-NN에 비해 시간의 효율성 에서 매우 효과

이다. 그림 3은 K-NN을 이용하여 K의 값이 5일 때 형

성된 그룹핑의 정확성과 K-means 알고리즘의 K 값에 따

른 그룹핑 정확성을 보여 다. 여기서 K-NN의 그룹핑 

정확성은 K가 5일 때 항상 일정하지만 K-means 알고리

즘은 정확성이  높아지며, 특히 K가 10일 때 K-NN

의 정확성 보다 높아지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이때 그

룹으로 생성되는 객체들의 정확성은 82.6% 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10개의 그룹들에 한 특성을 분석하기 하

여 각 그룹의 심 벡터들에 해당하는 GEMs를 생성하

다.

그림 3. K 값에 의한 분류 정확성의 변화
Fig. 3 Change of the accuracy of classification 

by K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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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는 K-means 그룹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그

룹핑 했을 때 10개의(k=10) 그룹 심 벡터들에 한 

GEMs를 보여 다. 먼  자연객체들이 그룹으로 형성

된 







 의 열(column)이 비교  같은 밝기로 나타

나는 반면 인공객체들로 그룹화된 
∼

 에 해당하는 

GEM의 열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그

룹에서 

 에 해당되는 GEM에서 빨강색으로 표시된 

열과 같이 주  열에 비해 상 으로 밝은 띠가 뚜렷하

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표 1도 각 그룹의 특성을 나타

내고 있다. 자연객체로 분류된 







 를 보면 인공

객체의 개수에 비해 자연객체의 개수가 월등히 많이 분

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공객체로 분

류된 
∼

 은 인공객체의 개수가 월등히 많이 분포되

어 있다.

그림 4. K-means(k=10) 에 의한 10개의 그룹 
심 벡터 GEMs 

Fig. 4 Center vector GEMs of 10 groups by 
K-means

이것은 각 그룹의 심을 GEM으로 보았을 때 인공객

체는 자연객체에 비하여 특정 방향에 큰 에 지 값을 가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을 더욱 명확히 하

기 하여 각 방향에 한 에 지를 수식 (2)와 같이 나

타내었다.





  




 (2)

각 방향에 한 에 지는 방향성에 한 크기를 나타

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에 지를 가버방향

에 지(GOE)로 정의 하 다. 따라서 GOE는   는   번

째 방향의 가버에 지   들의 합으로 계산된다.

Ⅲ. 가버 특성에 의한 NPC 그룹핑

게임의 NPC 들을 인공  자연객체로 그룹핑하기 

하여 NPC 내부에 존재하는 질감 특성인 방향성의 

유용성을 찾고 가버 특징 벡터의 그룹화와 그룹들의 

심 벡터를 분석하기 하여 가버 방향 에 지를 제

시하 다.

표 1. K-means(k=10)에 의한 10개의 그룹 특징
Table. 1 10 groups characterized by K-means

cluster class size # of arti. Ob. # of natu. Ob. error rate

C1 na. 156 47 109 0.30

C2 na. 253 42 211 0.17

C3 na. 169 34 135 0.20

C4 ar. 87 49 38 0.44

C5 ar. 60 33 27 0.45

C6 ar. 102 68 34 0.33

C7 ar. 171 145 26 0.15

C8 ar. 63 50 13 0.21

C9 ar. 87 80 7 0.08

C10 ar. 52 52 0 0.00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객체 그룹들의 특징들로부터 

효과 으로 그룹핑 할 수 있는 SGOED를 그룹핑을 한 

속성으로 제안한다. 그림 5는 GEM에 한 각 열의 가버

에 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SGOED는 수식 3 

과 같이 계산한다. 이때  는   번째 방향에 있는 가버 

방향 에 지를 나타낸다.

 
  



 mod
 

 (3)

그림 5. GEM에 한 각 열의 가버에 지
Fig. 5 Gabor energy of each column for G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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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들의 심 벡터에 해당하는 GEMs는 각 방향에 

따른 에 지 즉, GOE는   번째 방향의 가버 에 지  

들의 합이다. 따라서 이웃하는 GOE들 사이에서 방향별

로 에 지 값이 격히 변할 경우 SGOED는 큰 값을 가

지게 된다.  그림 4에서 인공객체 그룹으로 형성된 GEMs

의 열을 보면 밝기가 격히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GOEs에서 방향별로 에 지 값이 변한 것을 보여주

기 때문에 인공객체의 SGOED 값들은 자연객체의 

SGOED 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SGOED 값의 축에 따라 2,600장의 NPC 객체

들에 한 SGOED 히스토그램 분포 곡선을 나타내고 있

다. 그림에서 자연객체 들은 부분 SGOED 가 낮은 곳

에 몰려 있는 반면 인공객체 들은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곡선 분포를 통하여 객체들

을 인공  자연객체로 명확하게 그룹핑 되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 의 분류 임계치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그림 7과 같이 SGOED를 이용한 분류 임계치의 

민감성을 조사 하 다. 분류를 한 임계치는 객체들을 

그룹핑 할 때 에러율이 가장 낮은 부분에 해당하는 값을 

분류 임계치로 선택하 다.

그림 6. 객체들에 한 SGOED 히스토그램
Fig. 6 SGOED histogram of Objects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최 의 분류 임계치 근처에서 

에러율이 아주 천천히 변하고 있으며 안정성을 나타내

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선택한 임계치는 분류에 약

간의 변화가 있어도 유사한 분류 에러를 보여 으로써 

민감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SGOED를 이용한 분류 임계치의 민감성
Fig. 7 The sensitivity of classification threshold 

using SGOED

Ⅳ. 실험  토의

제안된 방법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분류된 

NPC들에 한 precision  recall을 계산하여 성능 평가

를 수행하 다. 실험에 사용된 NPC들은 편의성을 해 

다양한 NPC들이 존재하는 코  포토 CD  게임에서 주

로 사용하고 있는 NPC들(총 2,600개 객체들 에 자연

인 객체 1,300개, 인공 인 객체 1,300개)을 무작 로 선

택하 다. 그리고 2,600개의 NPC 객체들 에서 임의의 

1,200개를 트 이닝 객체로 하고 1,400개 객체들은 테스

트 객체로 하여 30번 반복 으로 그룹 형성 실험을 하

다. 이는 트 이닝 객체들에 의해 실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피하고 실험의 객 성을 유지하기 함이다. 

SGOED를 이용하여 객체들을 분류한 결과 평균 분류 정

확성은 82.9%로 나타났다. 그림 8은 분류 결과에 의한 객

체들을 보여 다. 

(a) (b)

그림 8. SGOED를 사용한 결과 객체들
Fig. 8 Result objects using SGOED

한편, 그룹 형성의 성능 평가를 한 precision  recall 

을 계산하기 해 객체들을 먼  수동으로 분류하 다. 

이는 본 논문에서 수동으로 분류되는 객체도 분류 단

로 사용하기 함이다. 따라서 인공객체의 precision 은 

제안된 방법으로 분류된 인공객체가 수동으로 분류된 

객체들에 비해 과잉 분류된 정도를 표 하는 반면 recall 

은 부족하게 분류되는 정도를 반 한다. 자연객체도 이

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류 정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9.a에

서 실선으로 분류된 그룹은 수동으로 분류된 객체들

(actual class), 선 집단은 제안된 방법으로 분류된 집단

(predicted class)라 하면, 이들 사이에는 그림 9.b의 계

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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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9. 부족  과잉 집단과 클래스 정의
Fig. 9 Insufficiency and excess groups and a class 

definition

TP는 제안된 방법으로 분류된 인공객체 그룹 에 

수동으로 분류된 인공객체들이 포함된 그룹이고, FN

은 수동으로 분류한 인공객체들을 제안된 방법으로 

분류하지 못한 그룹이다. TN  FP는 와 같이 자연

객체들의 그룹이다. SGOED에 의해 분류된 인공  자

연객체의 각 그룹별 평균 precision, recall  F-measure

는 각각 0.77, 0.93, 0.84 (인공객체) 그리고 0.91, 0.73, 

0.81(자연객체)으로 나타났다. 인공객체의 recall 평균

값이 precision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유사한 

속성을 가진 인공객체들이 올바르게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자연객체의 precision의 평균값이 recall

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록 은 수의 자

연객체지만 올바르게 그룹핑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실제 게임에 용하 다. 

실험을 하여 간단한 FPS 게임을 windows2000 환경의 

PC에서 Visual C++로 제작하 으며 게임이 진행될 때 

동일한 속성을 가진 NPC들이 그룹으로 형성되는 과정

을 구 하 다. 실험의 편의성을 하여 NPC는 자연객

체 속성을 가진 사람과 인공객체 속성의 버스로 한정하

다. 

(a) (b) (c) (d) (e)

그림 10. NPC들이 그룹으로 형성되는 과정
Fig. 10 The process of group formation

그림 10은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동일한 속성을 가진 

NPC들이 그룹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a)-(d)에

서, 사람의 NPC들과 버스의 NPC들이 서로 혼합되어 게

임이 진행되다가 시간이 갈수록 동일한 속성을 가진 

NPC들로 그룹이 형성되고 있다. 그림 10.e는 NPC들이 

완 한 그룹으로 형성되어 이어에게 가장 험한 

단계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게임의 NPC들이 속성에 따라 그룹으

로 형성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를 해 NPC 객체 

내부에 있는 질감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질감의 방향성

에 한 크기를 나타내는 에 지와 이들 차이의 합을 

통하여 NPC들이 속성에 따라 그룹핑 될 수 있도록 하

다. 제안된 방법은 게임을 보다 략 으로 운 하면

서 속도와 긴장감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게임이 시 의 흐름에 따라 갈수록 다

양해지고 기획의 창조성과 새로운 것이 요구되는 시

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매우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NPC들을 가버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보다 빠른 연산과정으로 그룹핑 할 수 있고 객체

가 보이는 시 에 따라 속성을 다르게 계산할 수 있는 

보완 연구와 캐릭터들을 그룹핑 하는 과정에서 

k-means 와 c-means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과정도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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