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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용자 심의 게임분석에 한 과학 인 근이 주목 받고 있는 게임개발 환경에서 이어
에 한 정확한 정보는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어의 행동과 게임
벨간의 상호작용이 타 장르에 비해 높은 FPS게임에서 주된 벨디자인 요소인 Choke Point

유형과  Cover Pattern속성의 계가 벨난이도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Choke 
Point는 목표달성을 해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주요 길목이며, Cover Pattern은 건물을 제외한 
벨상의 물체를 말한다. 두 요소는 벨 난이도에 직·간 으로 향을 다. 표 인 10종

의 FPS게임 이를 분석하여 Choke Point유형을 분류하고 4종의 Cover Pattern속성을 배치하
여 16개의 실험 상 벨을 구성하 다. 10명 이어의 5회 반복 이를 통해 800개의 
이어 행동데이터를 수집, 분석하 다. 이러한 실증  실험을 통한 분석결과는 게임 벨 디자인
단계에 구체 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체계 인 게임 벨 제작에 기여할 것이며 기존 학술  
연구결과가 산업 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 의의를 갖는다. 

ABSTRACT

Accurate information on players, namely player analytics is one of the key factors in a 
game development environment where a scientific approach to user-oriented game 
analysis is in the spotlight.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effects of relations 
between choke point types and cover pattern properties on level difficulties in FPS 
games. As for FPS games, interaction between players’ behaviors and game levels is 
higher compared to other genres and choke point types as well as cover pattern 
properties are key factors of level design. Choke point is the main crossroad that must 
to pass for achieving the goal and Cover Pattern is the type of object on the level 
except buildings. Two element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he level of difficulty. This 
study analyzed 10 types of representative FPS gameplays to classify choke point types 
and assigned 4 types of cover pattern properties to organize 16 target levels for the 
experiment. In addition,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players’ 800 behavior data 
(video clips) from 5 repetitive plays performed by 10 players. In conclusion, analytical 
results obtained from the empirical study will contribute to realizing systematic game 
level development by providing specific information for a game level design phase. The 
findings are also meaningful in that they suggest efficient and effective methods of 
utilizing the existing academic study result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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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게임제작기술의 진보로 양질의 게임콘텐츠가 

량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경쟁 환경에

서 사용자 심의 게임분석에 한 과학 인 근이 

주목 받고 있으며 이어에 한 정확한 정보

(Player Analytics)가 게임개발의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1]. 이것은 이어가 게임 벨1)을 

이하면서 생성되는 상호작용 결과들 자체가 게

임 개발에 요한 자료로써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2].

다양한 게임장르 에서도 FPS(first person 

shooter)게임은 다양한 발사체로 이루어진 무기를 

사용하여 상  캐릭터와 맞서는 투 심의 게임

이 구조를 가지는 게임으로써 이어의 행동과 

게임 벨간의 상호작용이 타 장르에 비해 높다

[3-4]. 그러므로 FPS게임의 벨디자인과정에서 

벨의 설계, 수정, 변경은 게임 이 방식에 강

한 향을  수 있다.  

게임 벨디자인2)에 한 기존의 연구들을 산업

 측면과 학술  측면으로 크게 나 어 볼 때, 산

업  측면에서는 게임개발에 을 두어 벨을 

디자인하는 과정  제작방법, 게임 이 분석에 

집 하고 있다[2,5,6,7]. 반면 학술  측면에서는 소

트웨어공학의 디자인패턴 개념을 기반으로 게임

벨디자인의 상을 분석하여 그 구조를 패턴화 

시키고, 각 요소들의 기능을 체계 으로 정립하고 

있다[8,9,10]. 재까지 학술  연구결과는 실제 게

임 벨을 디자인하는 단계에서 참고해야 할 자료로

써 가치는 있지만 구체 인 의사결정 정보로의 활

용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술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실제 게임개발단계에서 활용성을 높이

기 해서는 기존연구[8,10,11]에서 제시된 벨디

자인 패턴을 심으로 실증  실험을 통하여 

이어의 행동에 한 구체 인 정보를 도출할 필요

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Hullet&Whitehead가 제시한 

FPS게임 벨디자인 요소  Choke Point(Chp)

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천유찬&김미진(2012)이 제

시한 Cover Pattern(Cop)의 속성과의 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Chp는 FPS게임 벨에서 이어와 

상  캐릭터간의 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충지이다. 한 Cop는 투시 이어가 몸을 

숨기거나 시야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엄폐물이

다. 두 가지 요소는 FPS게임 이가 가지는 기

본 인 구조  특징을 표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요소간의 계가 어

떤 게임 이 행동결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기 

해 10종의 표 인 FPS게임[12]을 분석하여 4

가지 Chp유형으로 분류, 4가지 속성의 Cop을 제작

하고 상용게임엔진(Source 엔진)을 통해 게임

(Counter-Strike:Source)에 용하여 실험 상 게

임 벨(De_dust_2)을 구성하 다. 10명 이어의 

5회 반복 이를 통해 800개의 데이터를 수집, 분

석하여 Chp와 Cop의 계가 이어의 행동결과

와 벨의 난이도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를 도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Choke Point

Choke Point(Chp)는 FPS게임에서 이어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이동경로를 말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해 통과해야만 하는 주요 길목을 일컫

는다. Chp는 주로 양 진 에서의 거리가 비슷한 

치이거나 투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 이 

되며 벨디자이 가 설정한 주요 투지 이 된

다. 10종의 표 인 FPS게임을 분석해 본 결과 

Chp는 크게 4 가지 유형으로 나 어지며 유형에 

따라 각각의 다른 특징을 가진다. 

1) 게임 벨 : 이어가 게임 이를 하면서 겪는 모든 경험을 

디자인하여 구체화 시킨 시･청각  요소들을 하게 배치한 

게임의 월드(환경)

2) 게임 벨디자인 : 게임 이 규칙을 기반으로 이어의 경

험도와 기 치를 만족시키기 해 게임 벨을 설계,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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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4 Types of Choke Point in De_dust_2 

Level of Counter-Strike:Source

[Fig. 1]은 실험을 진행하는 De_dust_2 벨에

서 4가지 유형의 Chp : (1)좁은 이동경로(Narrow 

way), (2)문 근처(Door area), (3)개활지(Open 

space), (4)엄폐물 4개 이상 통로(Cover way)를 

나타낸다. 

2.1.1 좁은 이동경로

(1)좁은 이동경로(Narrow way:Nw)는 FPS게임

벨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Chp이다. 여기

서 좁다는 의미는 캐릭터가 나란히 서있을 때 최

 4개체 이상이 서있기 어려운 크기라는 뜻이다.

 

[Fig. 2] Narrow way in De_dust_2 Level

Nw의 가장 큰 특징은 양 진 으로 부터의 거리

가 비슷하며, [Fig. 2]에서 보듯이 입출구가 3개 이

상이다. Nw는 양 진 으로부터 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입출구가 2개 이하일 경우 이동 통로로서

의 역할 밖에 할 수 없다. 이는  캐릭터의 움직

임을 측 가능하게 하여 벨이 단순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3개 이상의 입출구를 두어 다

른 치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 이어의 이동 

자유도를 높인다.

2.1.2 문 근처

(2)문 근처(Door area:Da)는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기 으로 발생하는 Chp이다. [Fig. 3]과 같이 

문은 완 히 열린 것이 아닌 반쯤 열려 있는 상태

로 고정되어 있거나 사용자가 열고 닫을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Fig. 3] Door area in De_dust_2 Level

  

문이라는 오 젝트를 이용하여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캐릭터( 이어 or  캐릭터)를 하나로 

제한하여 투  이동지역을 한정하는 효과가 있

다. 한 문 뒤의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긴장감 고조 효과도 발생한다. 이것을 이용하여 

을 기다리고 있다가 상 하는 략을 실행하기 유

용한 지역이 될 수 있다.

2.1.3 개활지

(3)개활지(Open space:Os)는 두 가지 특징을 보

인다. 첫째는 Nw와는 반 의 성향을 가지는 Chp

이며 넓은 공간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넓다는 것은 

한쪽 가장자리에 캐릭터를 세워두고 바라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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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캐릭터의 시야를 가득 채우거나 그 이상이 

되어 시야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공간 내에 Cover Pattern(Cop)

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말한다. [Fig. 4]는 실험

에 사용한 벨에서 Cop가 존재하지 않는 Os를 

나타낸다.  

[Fig. 4] Open space in De_dust_2 Level

Os의 큰 특징으로는 Chp에 아무런 Cop가 없다

는 것을 들 수 있다. 몸을 숨길만한 장소나 배경 

오 젝트가 없어서 빠른 이동을 필요로 한다. 반면

에 Os의 가장자리에는 캐릭터를 숨기거나 상 방

의 시야를 방해하여 발사체가 날아올 수 있는 각

도를 가리는 Cop가 존재한다. 이 지역은 의 시

야가 가려진 순간을 이용하여 빠른 이동을 통해 

갑작스러운 략의 변화 는 투를 유도할 수 

있다.

2.1.4 엄폐물 4개 이상 통로

(4)엄폐물 4개 이상 통로(Cover way:Cw)는 특

정 Chp 이내에 Cop의 개수가 3개 이상 존재한다

는 것을 일컫는다. 이것은 Chp에 캐릭터를 숨기거

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Cop가 다수가 존재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과 동시에 몸을 숨기도록 

하여 으로부터 시야를 차단하면서 진할 수 있

는 효과 인 술이 가능한 지형이 될 수 있다.

[Fig. 5] Cover way in De_dust_2 Level

[Fig. 5]와 같이 Cop가 많은 벨일수록 Cw가 

많이 생길 수 있으며 이 지역은 격용 발사체를 

사용하기 힘든 지역이며 난 유도가 쉽다.

이처럼 발사체를 이용하여 략과 술로  캐

릭터를 상 하는 것이 주요 게임 이인 FPS게

임에서 각 Chp의 특징은 이어가 투상황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함으

로써 벨디자인의 주요한 요소이다. 만약 벨디

자이 의 의도와는 다른 Chp에서 투상황이 빈번

히 발생한다면 투지역이 확 되고 측하지 못한 

이어 행동결과로 체 인 벨 난이도에 향

을 주게 된다. 따라서 Chp설정은 벨디자이 가 

설정한 지역  요소를 활용하여 이어가 원하는 

게임 이를 시도 가능하게 하고 게임 이 가능

성(Playability)을 높일 수 있다.

2.2 Cover Pattern

Kreimeier(2002)와 Holopainen(2004)의 게임디

자인패턴에 한 연구를 기반으로 Hullet과 

Whitehead는 FPS게임의 벨디자인을 게임

이 유형에 따라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세부

으로 10가지 패턴으로 분류하 다[11]. 이후 천

유찬&김미진(2012)은 FPS게임의 테마를 구분하여 

표하는 9종 게임에 한 벨디자인 패턴을 분

석하 고 10가지 디자인패턴 이외에 주류 패턴으

로써 Cover Pattern(Cop)을 추가하고 그 속성을 4

가지(고정형, 이동형, 보존형, 소실형)로 정리하

다[3]. Cop는 게임 벨에서 배경으로써 사용되는 

건물을 제외한 오 젝트 형태의 물체를 말하며 그 

속성은 FPS게임의 투상황 이에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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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벨디자인 주된 요소로써 활용된다. 

2.2.1 고정형

고정형(Immovable:Im) 엄폐물은 부서지거나 사

라지지 않으면서 기에 설정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Cop을 말한다. 그 속성은 오 젝트 형태이면

서 건물과 같이 고정된 형태이므로 크기에 따라 

의 공격으로부터 캐릭터를 안 하게 지키거나 도

망칠 수 있도록 시야 방해  은·엄폐물의 역할을 

한다. 고정되어 있으며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이어는 이동이 으면서  캐릭터에게 큰 데미지

를  수 있는 격수(Sniper)캐릭터가 활용하기 

용이하며 은·엄폐를 통한 기습 술에 사용이 가능

하다.

2.2.2 이동형

이동형(Movable:Mo) 엄폐물은 부서지거나 사라

지지는 않지만 기에 설정한 자리에서 이동하거나 

움직이는 Cop을 말한다. 이동한다는 의미는 이동

수단이 벨디자이 가 설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

면서 엄폐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오 젝트 형태의 Cop이 물리  힘에 의해 치가 

변경되는 것도 이동형 Cop에 포함된다. 치가 변

경되면서 엄폐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게 

사용하면  캐릭터의 시야에 잡히지 않으면서 이

동하여 에게 노출 되지 않고 공격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2.2.3 보존형

보존형(Remaining:Re) 엄폐물은 이나 아군의 

물리  데미지로 인해 괴되어 외형이나 성질이 

변화하는 Cop을 말한다. 괴되어 외형이나 성질

은 변하지만 엄폐물로써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다. 

벨내 특정 지형지물에 상황에 맞는 의미부여가 

가능하도록 해 다. 를 들면 유류탱크가 폭발하

여 주변의  캐릭터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지

만 폭발한 유류탱크의 잔재가 남아 엄폐물로써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

을 활용하면 기습상황에서 엄폐물의 외형을 변형시

켜  캐릭터의 시야분산이나 데미지를 입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2.2.4 소실형

소실형(Missing:Mi) 엄폐물은 이나 아군의 물

리  데미지를 통해 괴되어 사라지는 Cop을 말

한다. 괴되어 소실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엄폐물로

써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를 들면 나무상자나 

부서지는 문 등이 있으며 해당 엄폐물 주변의 

이나 아군은 갑작스러운 험에 노출 될 수 있다. 

와 같이 Cop의 4가지 속성에 따른 유형은 FPS

게임에서 이어 는  캐릭터가 몸을 숨기거

나 시야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략, 

술 인 이어 행동결과에 주된 향을 미친다. 

3. 실  험

3.1 방법

1999년 이후 FPS 장르의 화를 가져온 표

 게임인 Counter-Strike : Source의 De_dust_2 

벨을 실험 상으로 선정하 다. 이 게임은 사용

자가가 임의로 벨을 제작하여 이 할 수 있

도록 엔진에디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험 상 벨

은 유형별 Chp가 분포되어 있어 가장 합하다. 

De_dust_2 벨의 주요 목표는 을 섬멸하거나 

아군이 멸하기 에 진 에 따라 폭   폭발

물을 해체하는 것이다.  캐릭터는 5개의 (AI캐

릭터)를 배치하여 이 상황을 동일하게 설정하

다. 배치한 의 수 은 4가지 단계에서 3번째 

단계인 “어려움”으로 설정하고 참여한 피험자는 모

두 같은 조건으로 실행하 다. 피험자는 FPS장르

에 한 지식이 있으며 3종류 이상의 FPS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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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본 경험이 있는 남학생 10명(평균연령 

26.1세)이다. 각 피험자는 실험 상 벨을 5회씩 

반복 이하며 피험자별 이 행동은 동 상촬

으로 데이터를 수집하 다. 실험 상 벨은 하

나의 Chp에 Cop 4가지 속성유형을 추가(16종)하

여 순차 으로 실험하 고 총 8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 다. 

3.2 결과

10명의 이어별로 16종의 실험 상 벨을 

이하여 수집된 동 상 데이터는 게임엔진에서 

이어의 게임 이 화면을 그 로 장하는 기능

을 사용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이 타임(Play 

time), Cop 주변 다섯 걸음 이내에 머문 시간

(Cover time), 을 죽인 수(Kill time), 폭  회수

(Explosion time)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타임과 을 죽인 수는 해당 

벨 종료 후 나타나는 결과창의 정보를 활용했으

며, Cop주변 다섯 걸음 이내에 머문 시간과 폭  

회수는 동 상을 재생시키시면서 수동 으로 확인

하 다. 이러한 4가지의 벨 난이도 기 에서 

이어의 행동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1 좁은 이동경로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Nw에 Cop의 속

성별로 이어의 행동결과는 Play time: ‘Mo〉

Re〉Mi〉Im’, Cover time: ‘Mo〉Mi〉Im〉Re’ 

순서로 나타났다. 한 0 Kill: ‘Im〉Mi〉Re〉Mo’ 

순서로 Play time과 반 되는 성향을 보이며, 

1-2Kill: ‘Mo〉Re〉Im〉Mi’, 3-5Kill: ‘Mi〉Mo〉

Re〉Im’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이 타임이 길어짐에 따라 0 Kill이 감소한다. 

즉, Nw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캐릭터를 

1개 이상 죽일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한 Nw에서 Cop를 이용하여 머무를 때 Cop

의 상태 변화가 클수록 3-5Kill이나 Explosion에 

성공하여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Nw에서는 Cop의 상태 변화가 클수록 

벨난이도가 감소한다고 분석할 수 있으며 몇 가

지 가이드라인이 제시 될 수 있다. 

･ 벨난이도를 증가시키기 해서는 외형의 변화

가 작은 ‘Im-Re-Mo-Mi’의 순서로 고려해야 한다. 

･게임 벨 제작단계에서 Mo나 Re를 활용하게 

된다면 난이도와는 별개로 이어에게 독특한 

이를 기 할 수 있으며 이타임이 길어지는 

효과를 가져 온다. 

･단순하게 어려운 벨을 제작하고자 한다면 Im

을 활용하고, 을 많이 죽이도록 유도하고 싶다면 

Mi를 사용해야 한다. 

･ 보자의 이가능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싶다면 과의 투가 쉬워질 수 있도록 Cop 주변

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어나는 Mo나 Im을 사용해

야 한다.

[Table 1] Result in Narrow way

Types Im Mo Re Mi

Play 

time(s)
50.68 62.8 60.34 58.6

Cover 

time(s)
15.21 23.33 14.37 15.84

Ct/Pt(%) 30.01 37.14 23.81 27.03

0 Kill 29 16 19 22

1 Kill 11 14 16 8

2 Kill 4 12 9 5

3 Kill 5 2 2 3

4 Kill 0 5 3 8

5 Kill 1 1 1 4

Explosion 0 8 6 8

3.2.2 문 근처

Da에 Cop의 속성별로 이어의 행동결과는 

Play time: ‘Mo〉Mi〉Im〉Re’, Cover time: ‘Mo〉

Im〉Re〉Mi’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 0 Kill: 

‘Mo〉Im〉Re〉Mi’ 1-2Kill: ‘Im〉Re〉Mo〉Mi’, 

3-5Kill: ‘Mi〉Mo〉Re〉Im’의 순서로 나타났다. 

Da의 특성상 추가된 Cop의 상태 변화가 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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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Kill이 ‘Im〉Re〉Mo〉Mi’의 순서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문과 엄폐물을 이 으로 이용하는 

시간이 어들수록 을 1개 이상 죽이기 쉬워지

며, Cop의 외형변화가 클수록 을 많이 죽이는 

경우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Da에서 

이타임은 을 상 하는데 큰 향을 주지는 

않으며, Cop의 외형 변화가 작은 ‘Im-Re-Mo-Mi’

의 순서로 배치했을 때 난이도 증가의 폭이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Da는 Nw와 비슷하게 지역이 좁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유사한 유형의 게임 이가 형성되

므로 Mo나 Re를 활용하여 독특한 이를 기

하거나 의도에 알맞은 Cop를 배치해야한다. 

･하지만 보자의 이가능성을 높이도록 유

도하고 싶다면 Nw와는 다르게 Mi나 Re를 사용해

야 한다.

[Table 2] Result in Door area

Types Im Mo Re Mi

Play 

time(s)
38.1 44.36 37.38 41.7

Cover 

time(s)
10.23 13.57 6.17 4.13

Ct/Pt(%) 26.85 30.59 16.5 9.9

0 Kill 29 24 26 18

1 Kill 13 16 13 16

2 Kill 4 6 8 7

3 Kill 4 2 2 6

4 Kill 0 2 0 2

5 Kill 0 0 1 1

Explosion 0 1 1 2

3.2.3 개활지

Os에 Cop의 속성별로 이어의 행동결과는 

Play time: ‘Mi〉Re〉Mo〉Im’, Cover time: ‘Mo〉

Re〉Im〉Mi’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 0 Kill: ‘Im〉

Mo〉Re〉Mi’ 순서로 Play time과 반 되는 성향

을 보이며 1-2Kill: ‘Mo〉Re〉Im〉Mi’, 3-5Kill: 

‘Mi〉Im〉Re〉Mo’의 순서로 나타났다. Os에서는 

머무른 시간의 비율이 높을수록 을 1개 이상 죽

일 확률이 증가하며 추가된 Cop 주변에 머문 시간

이 많을수록 을 많이 죽일 확률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Os는 Nw와 Da와 

상반되는 개념인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Nw, Da와

는 다른 유형의 이가 이루어져 이어의 행

동결과도 다소 상이한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

선 Cop가 괴되지 않는 속성을 가지며, Cop의 상

태변화가 작을수록 난이도가 다소 상승하 다.

 

･Os에서 난이도를 상승시키기 해서는 괴여

부를 먼  고려하고 상태변화를 고려해야 하므로 

‘Im-Mo-Re-Mi’의 순서가 합하다.

･ 보자가 이하기 쉽게 만들기 해서는 

Mo를 사용하고 목표의 성공률을 높이기 해서는 

Mi나 Im을 사용해야 한다. 

･Os는 빠른 돌 가 필요한 지역으로 다소 이

타임이 짧다는 특징을 제작단계에서 고려해야한다.

[Table 3] Result in Open space

Types Im Mo Re Mi

Play 

time(s)
38.92 45.34 44.84 51.1

Cover 

time(s)
5.25 9.21 6.29 6.35

Ct/Pt(%) 13.48 20.31 14.02 12.42

0 Kill 27 22 21 20

1 Kill 12 12 13 10

2 Kill 5 11 5 5

3 Kill 0 3 6 4

4 Kill 1 1 4 5

5 Kill 5 1 1 6

Explosion 2 4 7 1

3.2.4 엄폐물 4개 이상 통로

Cw에 Cop의 속성별로 이어의 행동결과는 

Play time: ‘Mo〉Mi〉Re〉Im’, Cover time: ‘Mo〉

Re〉Im〉Mi’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 0 Kill: ‘Im〉

Mi〉Mo〉Re’, 1-2Kill: ‘Re〉Mo〉Mi〉Im’, 

3-5Kill: ‘Mi〉Re〉Im〉Mo’의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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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추가된 Cop의 주변에 머문 비율이 높을수록 

을 많이 죽인 경우가 감소하며, Cw의 특징이 강

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Cw특성과 

Cop의 개수가 증가했을 때 난이도가 가장 크게 상

승했으며 Cop의 상태변화가 클수록 난이도가 상승

했다. 

･ 을 상 하기 다소 힘든 특징을 가진 Cw에서 

난이도를 증가시키기 해서는 ‘Im-Mi-Mo-Re’순

서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벨의 이타임을 늘이기 해서는 

Mo를 활용하여 독특한 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보자를 해서는 Cop 상태변화가 작고 

이타임이 짧도록 유도하는 Re사용을 고려한다. 

[Table 4] Result in Cover way

Types Im Mo Re Mi

Play 

time(s)
48.2 58.46 52.82 55.92

Cover 

time(s)
13.78 22.61 13.99 9.38

Ct/Pt(%) 28.58 38.67 26.48 16.77

0 Kill 25 21 17 22

1 Kill 13 17 15 12

2 Kill 6 5 10 9

3 Kill 2 4 3 1

4 Kill 0 2 4 3

5 Kill 4 1 1 3

Explosion 2 7 5 5

[Table 1,2,3,4]의 결과를 바탕으로 Chp유형에 

따른 Cop속성의 향을 벨난이도를 직 으로 

볼 수 있는 을 죽인 Kill 수에 가 치(0Kill:3, 

1-2Kill:2, 3-5Kill:1)를 두어 종합 으로 살펴보면 

[Graph 1]과 같다. 

[Graph 1] Difficulty(Kill times) by Relations 

between Cop Properties and Chp Types

4. 결  론

본 논문은 FPS게임 벨디자인의 주된 요소인 

Choke Point(Chp)를 분석하여 4가지 유형으로 분

류하고 FPS게임의 핵심 이인 투 심 상황에

서 Chp에 향을 많이  수 있는 4가지 속성의 

Cover Pattern(Cop)을 제작하 다. 각 속성별 Cop

를 Chp에 배치하여 16종의 실험 상 벨을 구성

하고 10명 이어의 5회 반복 이 통해 총800

개의 이어 행동결과를 분석하 다.

그 결과 각 Chp유형에 따른 Cop속성의 향을 정

량 으로 비교할 수 있었고 벨제작 단계에서 구

체 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안

할 수 있었다. 

[Graph 1]의 결과를 볼 때, 난이도를 상승시키

는 폭이 가장 큰 Cop는 Im속성임을 알 수 있다. 

한 Im속성의 Cop를 제외하고 속성별로 벨난

이도에 미치는 향은 순서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 

고 있어 Chp유형에 따라 Cop속성을 배치를 고려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벨디자인에서 이어의 

경험도에 따른 벨밸런싱은 게임 체의 이가

능성에 요한 역할을 한다. 이 경험도가 낮은 

보자라면 새로운 게임 이가 가능하게 하는 

Mo, Re, Mi속성의 Cop를 활용하여 이 지속성

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반 로 숙련자라면  

캐릭터를 쉽게 죽이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Im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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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op를 활용하여 성취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증  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기존 

학술  연구결과를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

인 정보로 이용되어 체계 인 게임 벨 제작에 

기여할 것이다. 재 게임엔진들은 이어의 행

동데이터를 시스템 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나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유형이 상이하다. 

규모의 게임사용자 분석을 해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어의 행동결과에 한 특정유형의 데이터를 

시스템 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구 할 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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