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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많은 게임이 사용자의 게임 플레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기계학습 기법을 결합하여
상대의 행동을 예측하는 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는 실시간 전략 게임(클래시로얄)의 경기 데이터와 기계학습 기반의 다
중 레이블 분류를 사용하여 상대 플레이어의 행동을 예측한다. 초기 실험은 이진 형태의 카드 특성과 카드 배치 좌표
그리고 정규화된 시간 정보를 입력받아 카드 타입, 카드 배치 좌표를 랜덤포레스트와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하여 예측한
다. 이후, 순차적으로 3 가지 전처리 방식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입력 데이터의 특성 정보 일부를 변환
시켜 예측했다. 다음으로 입력 데이터를 연속된 카드 입력 방식까지 고려한 중첩 형태로 변환 시켜 예측했다. 마지막으
로 모든 이전 단계의 데이터들을 정규화된 시간 기준에 따라 초반, 후반으로 분할하여 예측했다. 그 결과 가장 개선을
보인 전처리 방식은 중첩 형태의 데이터를 초반으로 분할하였을 경우로 카드 타입이 약 2.6%, 카드 배치 좌표가 약
1.8% 개선을 보였다.

주제어 : 기계학습, 실시간 전략 게임. 다중 레이블 분류, 전처리, 예측

Abstract  Recently, many games provide data related to the users' game play, and there have been a 
few studies that predict opponent move by combining machine learning methods. This study predicts 
opponent move using match data of a real-time strategy game named ClashRoyale and a multi-label 
classification based on machine learning. In the initial experiment, binary card properties, binary card 
coordinates, and normalized time information are input, and card type and card coordinates are 
predicted using random forest and multi-layer perceptron. Subsequently, experiments were conducted 
sequentially using the next three data preprocessing methods. First, some property information of the 
input data were transformed. Next, input data were converted to nested form considering the 
consecutive card input system. Finally, input data were predicted by dividing into the early and the 
latter according to the normalized time information. As a result, the best preprocessing step was shown 
about 2.6% improvement in card type and about 1.8% improvement in card coordinates when nested 
data divided into the early.

Key Words : Machine learning, Real-time strategy game, Multi-label classification, Data preprocessing,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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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거와는 다르게 특정 게임에선 사용자의 게임 플레이
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맞춰, 최
근 게임 산업에서는 관련 데이터와 기계학습 기법을 결
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강화 
학습 기법과 게임 내적인 요소들을 예측하는 연구를 기
반으로 유저와 직접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지능적 에이
전트(intelligent agent) 연구[1]가 주목받고 있다.  게임
의 승패, 행동 예측은 지능적 에이전트 연구의 있어 중요
한 문제이다.

게임 내 행동 예측의 경우 실시간 전략 게임에서는 자
원, 유닛, 맵, 제한되지 않는 시간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을 예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게임 경우의 수가 무한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클래
시로얄(ClashRoyale)은 카드 기반 실시간 전략 게임으
로 두 명의 사용자가 지도에 카드를 배치하여 서로의 요
새의 공성을 목표로 한다. 기존 실시간 전략게임과 달리 
상대적으로 좁은 크기의 지도(map), 제한된 유닛(unit)
의 움직임, 제한된 경기 시간 등의 특징이 있어 행동 예
측에 비교적 적합하다.

본 연구는 클래시로얄의 경기 기록 데이터와 기계학습 
기반의 다중 레이블 분류(multi-label classification)를 
사용하여 상대 플레이어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를 비교한
다. 예측을 위한 기계학습 기법으로는 랜덤 포레스트
(random forest)와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이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초기 데이터를 
개선시킨 3 가지 전처리 방식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실
험한다.

2 절에서는 게임의 경기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계학습
을 진행한 선행 연구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3 절에서는 
경기 데이터 수집 과정, 그리고 초기 데이터와 이를 순차
적으로 개선시킨 3 가지의 전처리 방식에 관해 설명한다.  
4 절에서는 2 가지 기계학습 기법과 각각의 파라미터를 
설명한다. 5 절에서는 3 절의 순차적인 전처리 방식에 따
른 모델들의 실험 결과를 비교한다. 6 절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소개한다. 

2. 관련연구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게임과 유사하게 실시간으로 진행
되는 게임 속 플레이어의 행동을 예측한 연구가 존재한

다. Dockhorn 등[2]의 연구에서는 하스스톤 게임 상황
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과 몬테 카를로 트리 탐색
(monte carlo tree search)기법을 이용하여 역전파
(back propagation)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는 
상대방의 카드를 평가하고 예측하였다.

Baek 등[3]의 연구에서는 스타크래프트2 리플레이 데
이터 1,200 개에 대해 시간적 정보를 고려하여 시점별 
리플레이 이미지가 가지는 공간적 정보를 이용해서 승패
를 예측할 수 있는 3 차원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제안하
였다.

Silver 등[4]의 연구에서는 심층 신경망과 몬테 카를
로 트리 탐색을 이용하여 바둑 경기에 최적화된 지능적 
에이전트를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3. 데이터

3.1 데이터 수집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두 가지 형식의 데이터를 크

롤링(crawling)[5] 하였다. 첫째는, 클래시로얄 응용 프
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1)를 사용하여 2020.03.20-2020.04.13 
기간에 해당하는 상위 100 명의 플레이어 전적 기록 
100,000 개를 추출했다. 그리고 RoyaleAPI2)의 전적 기
록 검색 기능을 통해 카드 배치 정보를 담고 있는 경기 
데이터를 추출했다. 양 플레이어가 게임 중 사용한 카드
의 합이 40 회 이상인 게임을 정상 게임으로 판단하여, 
100,000 개의 전적 기록 중 49,633 개의 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둘째는, 첫째에서 수집한 경기 데이터를 전처리 하기 
위해 Deckshop3)에서 클래시로얄의 모든 카드에 대한 
특성 정보와 수치 정보를 크롤링하였고, Table 1과 같이 
표현하였다.

3.2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는 3.1절에서 수집한 경기데이터와 

Table 1 형태의 게임 내 모든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초
기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리고 이를 순차적으로 3가지 전
처리 방식을 사용하여 개선시켰다.

1) https://developer.clashroyale.com
2) https://royaleapi.com/blog/replay
3) https://www.deckshop.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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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 example card information of ClashRoyale
Card information

Name Knight Hitpoints 1,452
ID 26000000 Damage 167

Type Troop Hit speed 1.2
Elixer 3 Range 0

Card
Property

Ground troop Speed 1
Mini tank Count 1

Melee medium Tower damage 0
High damage anti ground Spell radius 1

Barbarian barrel bait Radious 0
Lightning bait Sheild 0

Royal delivery bait Building damage 0
Card played at the bridge Duration 0

3.2.1 초기 방식
입력 데이터는 카드 특성, 카드 배치 좌표, 그리고 시

간 정보 총 3 가지로 구성된다. 카드 특성은 “Card 
Property”라 지칭하며 총 45 가지로 해당 카드의 특성 
보유 여부 따라 이진 형태의 다중 레이블로 표현하였다. 
카드 배치 좌표는 “Location Info”라 지칭하며 Fig. 1과 
같은 경기 맵에 대한 분할 기준에 따라 상하, 좌우, 진영
에서의 상하, 다리 금방의 유무 4 가지를 평가하여 이진 
형태의 다중 레이블로 표현하였다.

Fig. 1. Division rule map for converting card
coordinates on ClashRoyale

시간 정보는 “Time Info”라 지칭하며 카드를 내는 순
서를 정규화시킨 값이다. 출력 데이터는 Table 1에서의 
카드 타입과  입력 데이터의 카드 배치 좌표를 이진 다중 
레이블의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초기 방식의 실험 데이터
는 Fig. 2로 표현되며 한 칸은 레이블의 명칭, 레이블의 

형식, 레이블의 개수로 구성된다.

Fig. 2. Format of initial input data

3.2.2 특성 정보 변환
3.2.1 절의 입력 데이터의 카드 특성 정보 중 19 개를 

실수형 수치 정보가 담긴 12 개의 레이블로 변환시키고 
이것을 “Card Ability”라 지칭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
는 수치 정보는 Table 1의 수치 정보가 사용된다. 해당 
전처리 방식의 입력 데이터는 Fig. 3과 같이 구성된다.

Fig. 3. Format of property converted input data

3.2.3 중첩 입력 방식
3.2.2 절의 데이터를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게임의 특징

으로 카드가 연속적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전처리 하였다. 기존의 1:1 카드 대응 방식과 더불
어 연속된 카드 입력 방식인 N:1 방식을 고려하여 입력 
데이터를 중첩하여 구성하였다. 해당 전처리 방식의 입력 
데이터는 Fig. 4와 같이 구성된다.

Fig. 4. Format of nested inpu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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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시간 기준에 따른 분할
이전 단계의 모든 데이터들은 시간 정보 값 0.5를 기

준으로 초반, 후반으로 나뉜다. 게임의 특성상 진영의 건
물이 무너졌을 때 양 플레이어가 카드를 낼 수 있는 좌표 
범위가 증가하며, 게임의 시간이 1 분 미만이 될 때 카드 
배치 비용의 충전 시간이 단축된다. 이 점을 고려하여 경
기의 초반과 후반의 플레이어 카드 배치 양상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였다[3].

Fig. 5는 3.2.1 절부터 3.2.4 절에 해당하는 순차적인 
전처리 방식의 순서도이다. 이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생
성된 데이터를 알파벳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로 치환하였
다.

Fig. 5. Flow chart of data preprocessing & data scenarios

Table 2. Data scenarios for multi-label classification

Data scenario
The number of data

Train Test

A 2,777,842 308,650

B 1,378,488 153,166

C 1,399,354 155,484

D 2,777,842 308,650

E 1,378,488 153,166

F 1,399,354 155,484

G 1,926,000 214,000

H 951,382 105,710

I 974,617 108,291

4. 기계학습 기법

실험에는 Fig. 5의 9 가지의 데이터 시나리오를 사용
했다. 각 데이터 시나리오마다 1,000,000개 이상의 데이
터가 존재하므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기 
위해 각 데이터의 90%를 학습세트, 10%를 평가세트로 
분할하였으며 Table 2와 같이 표현된다.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중 레이블 분류(multi-label 
classification)[6]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레이블의 부분 
집합을 무작위로 표현한 새로운 단일 레이블로 분류하는 
레이블 멱집합(label power-set)[7]방식을 사용한다. 단
일 레이블을 분류하기 위한 기계학습 기법은 랜덤포레스
트(random forest)[8]와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9]이 사용되었다.

랜덤포레스트는 다수의 의사결정트리[10]를 생성하
고, 다수결로 결과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의사결정트리의 
개수는 100 개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의사결정트리의 노
드(node) 분할기준은 트리의 유사성을 피하기 위해 지니
(Gini) 계수[11]를 사용하였다.

다층 퍼셉트론은 100개의 노드로 구성된 1개의 은닉
층(hidden layer)[12]을 가지고 있으며, 활성화 함수로
는 정류된 선형 유닛(rectified linear unit; ReLu)[13]
을 사용했다. 출력층(output layer)은 이진 형태의 값을 
반환하며 카드 타입, 카드 배치 정보에 대해서 각각 3, 4
개의 노드로 구성된다. 손실 값 최적화를 위해 사용하는 
함수는 아담(Adam)[14]함수를 채택하였으며, 에포크
(epoch) 수는 20, 배치 크기 (batch size)는 2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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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multi-label classification using machine learning methods
Training Model

Experiment using random forest Experiment using multi-layer Perceptron

Output
label

Data
scenario

Train Test Output
label

Data
scenario

Train Test
Accuracy F1-score Accuracy F1-score Accuracy F1-score Accuracy F1-score

Card
type

A 0.84 0.84 0.58 0.58

Card
type

A 0.68 0.68 0.68 0.68
B 0.84 0.84 0.60 0.60 B 0.70 0.70 0.70 0.70
C 0.83 0.83 0.56 0.56 C 0.65 0.65 0.65 0.65
D 0.84 0.84 0.58 0.58 D 0.68 0.68 0.68 0.68
E 0.84 0.84 0.60 0.60 E 0.70 0.70 0.70 0.70
F 0.83 0.83 0.56 0.56 F 0.65 0.65 0.65 0.65
G 0.93 0.93 0.58 0.58 G 0.68 0.68 0.68 0.68
H 0.93 0.93 0.60 0.60 H 0.70 0.70 0.71 0.71
I 0.93 0.93 0.56 0.56 I 0.68 0.66 0.65 0.65

Coord

A 0.69 0.87 0.21 0.67

Coord

A 0.32 0.75 0.32 0.75
B 0.69 0.87 0.23 0.67 B 0.34 0.75 0.34 0.75
C 0.68 0.87 0.20 0.67 C 0.30 0.74 0.30 0.75
D 0.69 0.88 0.21 0.67 D 0.31 0.75 0.31 0.76
E 0.69 0.87 0.23 0.67 E 0.33 0.77 0.33 0.75
F 0.68 0.87 0.20 0.67 F 0.30 0.76 0.30 0.76
G 0.86 0.94 0.22 0.67 G 0.32 0.75 0.32 0.75
H 0.93 0.93 0.24 0.68 H 0.34 0.74 0.34 0.74
I 0.86 0.94 0.20 0.67 I 0.31 0.76 0.31 0.76

5. 실험 결과

Fig. 5의 데이터 시나리오를 4 절의 기계학습 기법으
로 상대방의 카드 타입과, 카드 배치 좌표를 각각 예측한 
학습 및 평가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습 및 평가 지표
는 정확도와 F1점수(F1-score)[15]를 사용하였으며 다
중 레이블 이진 분류 시 k개의 레이블이 존재 할 때 F1점
수는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  ⋯

 ⋯

 ⋯  ⋯

 ⋯


  ∙
∙

 

기계학습 기법에 따른 평가세트의 정확도와 F1점수는 
다층 퍼셉트론을 사용했을 때 모든 데이터 시나리오 에
서 우위를 나타냈지만, 학습세트의 정확도와 F1점수는 
모든 데이터 시나리오에서 랜덤 포레스트가 우위를 보였
다. 순차적 전처리 방식별 성능 차이를 비교해보면, 초기 
실험과 특성 정보 변환에 대해서는 성능 차이를 크게 보
이지 못했다. 다음으로 연속된 카드 입력에 대한 중첩 처
리를 해주었을 때는 평가세트의 평균 정확도는 랜덤포레

스트에서 약 0.4% 다층 퍼셉트론에서 약 0.8% 향상되었
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전 단계의 모든 데이터 시나
리오들을 정규화된 시간 기준에 따라 초반과 후반으로 
분할한 방식에서는 이전 단계의 모든 데이터 시나리오에 
대해 초반에서만 성능 개선이 일어났다.

가장 높은 성능 개선을 보인 조합은 중첩 입력 형태의 
데이터를 시간에 따라 초반으로 분할한 Fig. 5의 H데이
터와 다층 퍼셉트론에 적용한 경우이며, 이 때 개선 전 
단계의 Fig. 5의 G 데이터 보다 카드 타입이 약 2.6% 카
드 배치 좌표가 약 1.8% 개선되었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전략게임(클래시로얄)의 경기 
데이터와 기계학습 기반의 다중 레이블 분류를 사용하여 
상대 플레이어의 행동을 예측했다. 이 과정에서 순차적인 
3 가지 전처리 방식을 제안하고 이들의 성능을 비교 하
였다. 그 결과 3 가지 전처리 방식 중 마지막 단계에서 
중첩 입력 형태의 데이터를 시간에 따라 초반으로 분할
한 경우 가장 높은 성능 개선을 보였다. 이로서 상대방의 
행동 예측에 대해서 게임의 시점이 영향을 끼치는 요소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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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경기 데이터는 경기의 배
치 정보만을 알 수 있었으며, 해당 배치 시간의 게임 상
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경기의 배치 기록
이 아닌 경기의 리플레이 데이터를 사용하다면, 추후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행동을 예측하는 연구[16]처럼 높은 
성능의 행동 예측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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