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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는 많은 종류의 장르가 있다. 어떤 장르의 게임이 되었건 플레이어와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A.I는 게임에 있어 중요한 

요소 이며 어드벤처 게임(Adventure Game) 장르도 예외는 아니다. A.I(Artificial Intelligence)I의 행동이나 상황에 따른 플레

이어와의 상호작용은 게임에 있어 플레이어에게 몰입감을 주며 게임을 좀 더 현실감 있게 해주는 게임의 수많은 요소 중 하나

다. 본 논문에서는 FSM(Finite-State Machine) 기법을 사용하여 어드벤처 게임에서플레이어에게 ‘몰입’을 유발 시키는 방법으

로 FSM 기법의 NPC(None-Player Character) A.I 패턴을 디자인을 통해 플레이어의 ‘몰입’을 유발 하였다.

키워드: 어드벤처 게임(Adventure Game),A.I(Artificial Intelligence), FSM(Finite-State Machine), 몰입(flow)

I. 서 론

어드벤처 게임은 일반적으로 플레이어가 게임세계 내에서 제공

된 문제들을 일정 규칙이나 순서에 따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프

로그래밍 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1]게임세계는 대개 하나의 이야

기이며, 플레이어는 캐릭터를 조종하여 스토리를 진행하고, 문제

를 풀면서 게임내의 다른 NPC(non-player characters)나 사물과 

상호작용한다[2]라고 정의하고 있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 지능이란 인간이 만든 지능, 인간의 지적 능력을 돕기 위하

여, 추론, 판단 따위의 기능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이다. NPC(None-player Character) 게임용어로써 플레이어가 직

접 조종할 수 없는 캐릭터를 말한다. 게임의 진행을 돕거나 조연, 
퀘스트 수행 콘텐츠 등 게임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FSM을 사용한 NPC 상태 설정

 FSM은 유한상태기계로 유한한 개수의 상태들이 연결되어 있

는 규칙 기반 시스템으로 특정한 상태를 구성하여 상태들 간에 전

이를 하며 행동을 통제 하는 것으로 단순히 if-else, switch-case문

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 수월하고 구조가 직관 적

이어서 정확 하고 이해도도 높아 여러 게임 개발에 사용된다[3] 
라고 FSM을 정의 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14년 캡스톤디자인 수행 연구결과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2014. 7)

298

그림 1.  FSM 구조도

Fig. 1. FSM structure

1.2 게임 장르별 유용한 A.I 기법

장르 지능 NPC의 역할 유용한 인공지능 기법

일인칭 

슈팅
전술적 적NPC, 파트너 스크립팅, FSM, 퍼지 논리

롤플레잉
전술적 적NPC, 파트너, 

지원 캐릭터
FSM, 스크립팅, 퍼지 논리

어드벤처
전술적 적NPC, 파트너, 

지원 캐릭터
스크립팅, FSM, 퍼지 논리

전략 전술적 적NPC, 유닛(Units)
FSM, 스크립팅, 신경망, 

유전자 알고리즘

갓(god)게

임
유닛(Units) 신경망, 유전자 알고리즘

스포츠
전략적 상대, 전술적 

적NPC, 유닛(Units)

신경망,유전자 알고리즘, 

FSM

표 1.  NPC의게임 장르별 적합한 A.I기법[4]

Table 1. A.I techniques appropriate NPC game genre

위의 표 1은NPC의 각 장르별 다양한 역할과 유용한 인공지능

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를 확인해보면 어드벤처에 유용한 인공

지능 부분에 유한 상태 머신. 즉, FSM 기법이 유용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에 FSM 기법을 도입했다.

1.3 재미와 몰입의 관계

표 2. 몰입의 정의에 나타난 재미[5]

Table 2. Fun in the definition of flow shown

몰입의 정의에서 재미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의견 요

약(표 2)

III. 본 론

2.1 Unity 3D엔진을 사용한 NPCFSM 패턴 디자인 도구

NPC A.I의 패턴 디자인 구현을 위해 Unity 3D엔진을 사용하

여 구현한다. 각 상태들의 파라미터 값을 조절하여 패턴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조절한다. 각 상태의 파라미터 값 조절은 게임 기획마

다 다르므로 해당 게임의 기획에 따라 값을 조절한다. 다음 그림은 

본 논문을 위해 만든 A.I 상태 tool을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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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PC FSM 패턴 디자인 도구

Fig 2. NPC FSM pattern design tool

2.3 Unity 3D엔진을 사용한 NPC FSM 패턴 디자인 도구 사

용법

그림[2]에서 위에 부분의 변수 값들은 FSM 상태 별로 사용하는 

변수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공격범위 조절, 수색 후 복귀 방식, 공
격 딜레이 등을 결정한다. 이 값들이 수정됨으로써 이 변수와 직접

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상태 별 능력의 척도를 조절할 수 있다.밑 

부분의 변수들은 정찰에서 사용되는 패턴 정보들의 집합 이며,변수

들의 수정, 추가, 삭제를 통하여 정찰 패턴의 디자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설정해 놓은 FSM의 파라미터 값을 조절하여 각 상태의 레

벨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된다.

2.4 플레이어의 ‘몰입’과 유기적 NPC A.I 관계

칙센트미하이에 의하면 ‘몰입’은 목표에 대해 정신적이든 육체

적이든 고통을 느끼지만 자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에 대해 경

외감을 느끼며 목표에 대한 투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

[4] 다시 말하면 도전의식은 플레이어에게 ‘몰입’을 유발 시킨다.

그림 3. 몰입(플로우)의 형성

Fig 3. Immersion (flow) of the formation

위의[그림3]를 보면 x축 =기술(능력)로 플레이어의 수준을 나

타내고. Y축 = 도전 난이도로 게임의 난이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플레이어가 우월한 실력을 가지면 지루함(A2),높은 난이도는 불안

함(A3)을 느끼도록 한다. 본 실험은 도전 난이도를 NPC A.I로 두

고 FSM 패턴 디자인을 통해 도전 난이도를 조절 하여 플레이어의 

‘몰입’을 관찰한다.

IV. 실 험

3.1 NPC 기본 FSM패턴 정의

본 논문에서 앞으로의 설명과 실험에 사용할 NPC로 게임 

"SHUTTER"의 NPC FSM 패턴을 정의한다. NPC의 목표는 첫째 

플레이어 캐릭터의 이동을 방해, 저지하기 위해 플레이어 캐릭터를 

추격, 둘째 플레이어 캐릭터를 공격하여 사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림 4. NPC FSM 구조도

Fig 4. NPC FS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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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대상자 선정

20대 초 중반의 남성, 
어드벤처 게임 경험이 없는 사람 10명, 
어드벤처 게임 경험이 한 번 이상인 사람 10명

게임을 가장 실력 있게 할 수 있는 20대 남성 중 어드벤처 경험

이 있는 10명, 경험이 없는 10명으로 중간 지점의 난이도 분포를 

확인하고자 선정

그림 5. NPC 패턴 난이도 1단계

Fig 5. Step 1 NPC pattern difficulty

3.3 NPC FSM패턴 난이도 설정 및 실험 방법

그림 6. NPC 패턴 난이도 2단계

Fig 6. Step 2 NPC pattern difficulty

그림 7. NPC 패턴 난이도 3단계

Fig 7. Step 3 NPC pattern difficulty

그림 8. 실험 환경 – 게임 이름 SHUTTER

Fig 8. Experimental environment - the name of the game 

SHUTTER

난이도 1단계는 앞서 정한 그림 2의 FSM 구조로 패턴은 그림

[5]와 같다. 난이도 2는 소리 감시 상태 추가, 난이도 3은 원군 호

출 상태 추가다. 실험 방법은 난이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게임 

플레이를 실험 대상자 들이 하고 각기 다른 실력을 지닌 플레이어

가 각각의 난이도에서 불안, 몰입, 지루함 중 무엇을 느꼈는지 조

사하여 결과 도출.

3.4 실험 결과

그림 9. 실험 결과 몰입 분포도표

Fig 9. Results flow distribution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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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포 표시는 20명의 실험자중 눈에 띄며 집단을 이루는 분포

를 묶어 표시했다.
실험 결과 난이도 1단계의 FSM패턴은 플레이어에게 지루한 게

임이고 너무 쉬웠다. 난이도 3단계는 대부분의 NPC가 완벽히 목

표 수행을 하여 의지를 꺾었으며 2단계의 패턴이 가장 안정적이고 

플레이어들 또한 오랫동안 게임을 진행하고 ‘재미있다"라는 반응

을 내는 것을 보아 몰입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Ⅴ.결 론

 본 논문에서는 FSM기법으로 패턴 디자인을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고 패턴 디자인 툴을 통한 제작방법을 만들었다. NPC A.I 패
턴 디자인과 툴을 사용한 패턴 제작으로 플레이어가 ‘몰입’을 유

발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 하였고 "SHUTTER" 게임의 NPC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 결과

첫 째, NPC FSM 패턴 디자인 도구를 이용해 A.I패턴 난이도 

조절 및 패턴 디자인이 가능했다.

둘 째,FSM기법을 이용한 NPC A.I 패턴 디자인을 통해 플레이

어가 "몰입을 느끼고 재미있다.“ 라는 감정을 가진다는 것을 실험

을 통해 확인했고 "SHUTTER" 게임에 접목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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