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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ction game character's motion of Hit Impact

- Focusing on the TMNT2 case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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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타격감'에 대한 게임 요소 중 시각적인 부분인 게임 캐릭터의 동작 애니메이

션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위해 선정한 게임은 '타격감'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아케이드 게임
<TMNT2>속 캐릭터의 동작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보았다. 또한 '타격감'이 향상
되었다고 평가를 받는 <TMNT2>의 가정용 이식작의 캐릭터 동작을 아케이드 버전과 비교해
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아케이드 버전에서 타격감이 미약했던
이유는 주로 타격 및 피격 동작의 잘못된 타이밍과 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동시에 물리
적인 반응과 경직, 카메라 연출 및 타격 이펙트가 보완되면 타격감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motion animation of game characters, which is a visual

part of the game elements for 'Hit Impact'. The game selected for analysis focused on
the movements of the characters in the arcade game <TMNT2>, which is thought to
have a weak 'Hit Impact' and looked for the cause. We also analyzed the differences in
the motion of the characters in the home transplant version of <TMNT2>, which is
considered to have improved 'Hit Impact', compared to the arcade vers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eason for the weak 'Hit Impact' in the arcade
version was mainly due to the wrong timing and judgment of hitting and hitting
movements, and at the same time, supplemented physical reactions and stun, camera
directing, and hitting effects c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mproving 'Hit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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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게임은 이제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넘어서

거대한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다양한 문화로

파생되서 새로운 산업을 낳는 대중문화이다. 또한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비디오게임 전용 콘솔 및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등의 플랫폼으로 방대한 양

의 게임들이 발매되어 왔으며, 지금도 수많은 게이

머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게임 개발 실력과 기

술력은 발달하고 있지만, 정작 유저들이 게임을 통

해서 느끼는 감각이나 인지심리 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며, 그중에서도 소위 ‘타격감’이라 불

리우는 플레이어가 게임속에서 느끼는 무형의 감각

을 연구하는 학문은 지극히 극소수이다. 게임에서

의 타격감이란 기법에 따라 크게 애니메이션, 카메

라 워킹, 특수효과, 게임 콘트롤러의 진동, 사운드

효과 등 5가지로 나눌수 있으며[1] 이 요소들은 기

술에 따라 세분화가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애니메이션 동작은 플레이어들

이 느끼는 게임 속 상호작용 요소들과 밀접한 상

관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게임에서 '타격감'이라고

정의되는 감각은 다양한 게임 장르에서 중요시 되

며, 일부 게임 장르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도 하는 게임 요소 중 하나이다. 이는 게임 캐릭터

가 다른 사물이나 캐릭터를 타격했을 때 플레이어

가 느끼는 감각에 대한 명칭인데, 이 감각은 크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과 청각적으로 들리는 사

운드로 나누어진다. 그밖에도 일부 컨트롤러의 진

동기능 등 외부 주변기기의 기능이 활용되기도 하

지만 본 연구에서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플레이어가 느끼는 타격감을 연구하

기 위해서 액션 게임 캐릭터들의 액션동작들 중

타격 동작과 피격 동작의 분석을 하고자 한다. 액

션 게임 캐릭터의 동작들은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의 기본 원칙을 토대로 제작되고 있으며 적절한

동작 프레임과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토

대로 캐릭터의 타격 동작들을 프레임별로 분석해볼

것이다. 또한, 게임 속 ‘타격감’에 대한 정의를 내

리고 타격감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액션 게임

속 캐릭터 동작의 특징과 원칙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플레이어가 타격감을 잘 느낄 수 있는 요소

와 그렇지 못한 원인을 파악해보도록 할 것이다.

분석 대상으로 정한 게임은 게임개발사 코나미

에서 1991년에 발매한 아케이드용 벨트스크롤 액

션 게임 <Teenage Mutant Ninja Turtles:

Turtles in Time>이며(이하 약칭 <TMNT2>라

칭함), 해당 게임 속 캐릭터의 타격 동작과 피격

동작에서 플레이어가 느낄 수 있는 타격감이 다소

미약하다는 판단 하에, 동작 프레임들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또한, 타격감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동일 게임의 가정용 이식작

속 타격 동작과 피격 동작들도 분석해서 아케이드

버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2. 본 론

2.1 게임 속 타격감의 정의 및 특징

타격감이란 때리거나 친다는 의미의 '타격'과 느

낌이나 생각을 뜻하는 '감'이라는 2가지 단어가 조

합된 합성어[2]로 임의의 물체를 던지거나 타격할

때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말한다. 하지만 게임에서

사용되는 타격감이라는 단어는 보다 복잡한 요소들

을 내제하고 있다. 일단 게임에서는 영상, 음향, 체

감의 효과를 통해서 타격하거나 부서지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타격감을 표현하는 영상, 음

향, 체감의 효과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하는데,

영상 효과를 예로 든다면 특수효과, 캐릭터 애니메

이션, 카메라 테크닉이 그것이다[3].

타격감이란 용어는 사실 학술적으로 정의를 내

리기 힘든 단어다. 기존 게이머들 사이에서 편의를

위해서 자주 불리워지다가 정착된 단어로, 의미를

따져본다면 게임을 즐기는 유저가 게임상에서 느끼

는 여러가지 감각들 중 무언가에 얻어맞거나 충격

을 받을 때 느끼는 감각, 혹은 게임 내 오브젝트가

파괴되거나 폭파될 때 느끼는 감각 등을 호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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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다. 사실 국내 한정으로 '타격감'이라는 단어

가 사용되고 있지만 영어권에서는 더욱 다양하고도

다의적인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며 한가지 단어로는

제대로 표현이 안될때도 있다.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 하면 일단 단어의 뜻 그대로 해석해서 센스

오브 힛(sense of hit) 정도로 표현되지만, 이는 오

로지 타격하는 감각만을 의미하게 되므로, 게임용

어로서 유저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타격감'과는 괴

리가 크다. 그래서 게이머가 게임상에서 느끼는 감

각에 대한 용어로서의 의미를 조금 더 포함한 단

어를 찾아 보면 힛 임팩트(hit impact)나 힛 새티

스팩션(hit satisfaction)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데,

그 이유는 게임 유저들이 생각하는 타격감에는 일

종의 만족감 같은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시각적인 부분과 청각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플

레이어가 느끼는 타격에 대한 만족감을 소위 ‘타격

감’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것이다. 영어권에서는

실무적 혹은 학술적 의미로 사용할 때 게임 필

(game feel)이나 게임 쥬스(game juice) 라는 단

어로도 표현한다. 이는 비디오 게임과 상호작용할

때 플레이어가 경험하는 무형의 감각을 통칭하는

뜻인데, 이 부분은 타격감보다 좀더 광의적인 뜻이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2.2 게임 캐릭터 타격 동작의 원칙

예전부터 유저들은 각종 액션 및 슈팅 장르의

게임들을 즐기면서 타격감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중

요하게 생각해 왔다. 특히 액션게임 캐릭터의 타격

동작은 타격감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와 더불어 몇가지 원칙이 있다. 액션게임은 플레이

어의 신속한 의사 결정과 동작에 따른 즉각적인

결과가 특징으로, 액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통

쾌한 재미와 이를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리얼한

재미를 제공한다[5]. 그러므로 액션 게임에서 타격

감은 액션 게임을 만들기 위한 캐릭터 애니메이션

작업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타격감 향상을 위

해 개발자들과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캐릭터의 타격

동작과 애니메이션 및 타이밍 수정 작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6].

또한 타격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

소에는 캐릭터의 공격 수단이 타점에 충돌하는 시

점에 타격되는 객체가 잠시 멈추는 프레임 경직,

그리고 타격의 힘만큼 밀려나는 물리적인 현상인

넉백(Knock-Back) 동작들도 강한 타격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이다. 그밖에도 타격당하는 객

체가 피격 당할 때 그래픽으로 타격 이펙트를 넣

어주는 방법이라던가, 강하게 얻어맞거나 땅에 부

딪힐 때 카메라가 흔들리는 연출을 주는 식으로

리액션을 줄 수 있다. 한마디로 플레이어가 타격감

을 느끼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사실감과 동시에 게

임 속 캐릭터와 플레이어가 일체화 되는 듯한 감

각을 느껴야 하며 이러한 감각을 위해서 타격 동

작을 만들 때 필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2.2.1 타격 동작

타격을 실행 하는 캐릭터는 적을 때릴 때 미리

준비동작[7]을 갖게 된다. 즉 공격을 하기에 앞서

자신의 주먹이나 킥 혹은 무기를 쳐들거나 내뻗기

위해 잠시 뒤로 물러나는 등의 동작을 취하는데,

강한 공격의 경우 데미지가 큰 대신 이러한 준비

동작의 타이밍이 늦기 때문에 적에게 반격당하기

쉬우며, 약한 공격은 데미지가 약한 대신 준비동작

이 짧기 때문에 빠르게 적들을 타격할 수 있다. 플

레이어 캐릭터의 타격 동작은 이후 발생하는 적의

피격 동작과 맞물려 동작하게 되는데 플레이어 캐

릭터가 어떤 공격수단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모션과 적절한 프레임으로 구성되어야 하

며, 전체 공격 동작의 어느 시점에 적을 타격하게

되는지 정하는 것도 타격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

분이다. 무엇보다 유저가 실제와 같은 리얼한 물리

적 감각을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게임상에

서 보여지는 무기의 무게감에 따라서도 동작의 타

이밍이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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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racter Hitting Motion

2.2.2 피격 동작

타격을 받는 대상은 반드시 명확한 피격 리액션

동작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인간형 캐릭터의 경우

고개를 밑으로 숙이거나 머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

등이 있으며, 이는 타격의 강도나 타격 부위에 따

른 모션인데, 실제로 인간이 어느 부위를 얻어 맞

느냐에 따라 다른 동작을 취하는데서 따온 모션이

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2d 액션 게임의 경우

정확한 타격 부위를 알아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공격의 종류에 따라 다른 피격 모션을 취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캡콤의 액션

게임 <파이날 파이트> 주인공의 기본 콤보 동작

의 경우 얼굴 윗쪽을 때리는 펀치공격에 대한 피

격 동작은 머리를 뒤로 젖히고, 배를 때리는 펀치

의 피격 동작은 몸을 밑으로 숙이며, 마지막 어퍼

공격을 받으면 아예 몸을 뒤로 젖히면서 허공으로

떠서 바닥으로 쓰러진다. 이는 타격의 종류에 따른

피격 동작으로, 플레이어가 대상을 타격하면서 적

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며, 특히 적

이 쓰러질때는 과장된 동작으로 바닥에 쓰러지기

때문에 타격감에 있어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Fig. 2] Attacked character's Motion

2.2.3 타이밍과 거리

타격 모션 뿐 아니라 타격을 하는 A와 타격되

는 B의 동작의 합이라고 할 수 있는 적절한 애니

메이션 타이밍이 필요하다. 특히 타격을 하는 대상

의 주먹이나 발 혹은 무기가 맞는 대상의 타점에

정확하게 닿는 시점에 적절한 피격 동작을 취해야

하며, 애니메이션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면, 게임

플레이어는 마치 액션영화에서 배우들 액션의 합이

맞지 않는걸 보는 것처럼 매우 어색하게 느끼게

된다. 이는 유저가 소위 타격감을 느끼게 되는 감

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적에

게 닿는 주먹 혹은 무기의 거리는 가급적 그래픽

스프라이트의 모습과 일치해야 플레이어는 실재감

으로 인한 타격감을 받게 된다. 즉, 타격 가능 거

리가 보이는 스프라이트에 비해 짧으면 공격을 해

도 빗나가는 느낌이 강하며, 스프라이트 보다 멀면

직접 때리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실재감이 떨어지

게 되며 게임의 밸런스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Fig. 3] The right timing and distance for the attack

2.2.4 프레임 경직과 물리적 반응

타격을 받을 경우엔 잠시 동작에 경직을 주거나

해서 대상이 데미지를 입고 있다는 걸 플레이어가

알 수 있게 해줌과 동시에, 적의 공격동작을 봉쇄

해서 게임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 만약 플레

이어의 캐릭터가 적을 때리는 동안 얻어 맞는 적

도 자유롭게 플레이어 캐릭터를 때릴 수 있다면

게임 밸런스는 망가질 것이다. 이러한 규칙은 액션

게임에서 지켜지는 일종의 불문율 같은 것으로,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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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캐릭터의 공격이 끝날 때 까지 타격을 받

는 대상은 잠시 공격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공격

이 도중에 끊기지 않게 한다. 더불어 대상이 타격

받고 있다는 걸 플레이어가 알 수 있게 해줌으로

써 타격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타격

을 받는 대상이 맞을 때 마다 몸이 맞는 방향에

맞게 좌우 혹은 상하로 흔들리거나, 맞는 힘만큼

적당한 거리를 밀려나게 해준다면 플레이어는 더욱

실제 같은 타격감을 느낄 수 있다. 밀려나는 동작

은 보통 넉백(Knock-Back)이라 하고 게임 역학과

관련이 있으며, 액션게임에 항상 들어가진 않지만

만약 타격받는 대상이 흔들리거나 넉백 된다면 게

임의 타격감이 풍부해질 것이다.

[Fig. 4] Frame freezing and knockback

2.2.5 카메라 쉐이킹

대상이 강하게 얻어맞거나 땅에 부딪힐 때 게임

화면을 전체적으로 흔들어주는 등 카메라 연출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는 타격 동작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마치 실제로 진동이 느껴지는 것처럼

플레이어가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연

출은 영화 연출기법을 차용해 온 것으로, 영화 속

장면에서 커다란 충격이 존재하면 그걸 촬영하는

카메라가 똑같이 진동하며 흔들린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모든 액션 동작마다 넣으면 오히려 게임을

산만하게 만들어서 게임플레이를 저해하지만, 중량

이 있는 적이 바닥에 강하게 부딯치거나 할 때 사

용하면 타격감을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Fig. 5] Camera shaking

2.2.6 타격 이펙트

그래픽적으로 표현가능한 부가적인 효과로는 타

격 시 타점에 밝게 빛나는 타격 이펙트를 넣어준

다거나, 피가 뿌려진다거나, 파편이 흩날리거나, 경

우에 따라서는 만화적 표현의 타격 이펙트를 그려

넣어주는 방법이 있으며, 아예 타격되는 대상 몸

전체의 색을 바꾸는 식으로 하이라이팅 해주는 방

법도 있다. 이는 대상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을

좀 더 강조해주는 효과를 줌과 동시에 가시적으로

도 어떤 대상이 맞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게임의 편의성을 도와주며, 가끔은 이펙트의 색을

바꿔서 데미지를 입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줄 때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공격을 방어

한다거나 부서져야 하는 사물이 더 이상 데미지를

입지 않을 때 효과음을 바꿔주면서 동시에 타격효

과의 색도 바꿔서 사용하기도 한다.

[Fig. 6] Strike effect

이러한 게임캐릭터 타격 동작과 피격동작의 요

소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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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lements of hitting motion
동작 모션 요소 및 내용

캐릭터 모션
캐릭터의 타격 동작
적 캐릭터의 피격 동작

애니메이션
타이밍

타격동작과 피격동작간의
동기화(Sync)

공격자와
피격자간의
거리

스프라이트 크기에 알맞은
타격 판정

프레임경직
/ 물리반응

피격되는 캐릭터의 물리적인
움직임과 반응

카메라 연출
카메라 쉐이크(camera
shake)등의 연출

타격 이펙트 파티클 및 그래픽 타격 효과

3. 사례분석

캐릭터의 타격 동작 사례분석을 위해서 선정한

액션게임은 코나미사에서 제작한 아케이드 게임

<닌자거북이>의 후속작 <Teenage Mutant Ninja

Turtles: Turtles in Time>의 아케이드판과 가정

용 버전이다. 이하 줄여서 <TMNT2>라고 부르겠

다. 사례분석을 하기 위해 이 두가지 게임을 선정

한 이유는 같은 개발사의 동일한 게임 원작과 이

식작 간의 차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사

례이기 때문이며, 그중에서도 가정용 버전의 타격

감이 아케이드에 비해 하드웨어적 열세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이기 때문이다. 이

후 게임그래픽 기술의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간

혹 타격감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모르고 제작하는

사례가 아직도 종종 보이는데 본 사례분석이 좋은

방향성을 제시 해 줄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는 우선 아케이드 버전의 타격동작 샘플 몇 가지

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찾아 보고, 동일 게임의 슈

퍼패미컴 이식 버전의 타격 동작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두가지 버전의 차이점을 알아 보았다.

3.1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우선 <TMNT2>의 주인공 캐릭터 중 한명인

레오나르도의 타격동작과 타격을 받는 적 캐릭터의

피격 동작을 분석해 보았다. 타격동작은 기본 타격

동작에서 이어지는 콤보 동작이 존재하지만, 분석

의 용이함을 위해서 각각의 콤보를 끊어서 분석하

였다. 그림 속 A가 타격자(플레이어)고 B가 피격

자(적캐릭터)이다.

3.1.1 피격 동작-A

첫번째 타격 동작을 보면 플레이어 캐릭터의 무

기가 이미 적의 몸통에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의

피격 동작은 몇 프레임 늦게 출력되었다. 이는 플

레이어가 어느 시점에 타격했는지, 제대로 적을 타

격했는지 알수 없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정확한

타격감을 느끼기 힘들다.

[Fig. 7] TMNT2 arcade : Late hit motion timing

첫번째 타격동작이 끝나고 이어지는 두번째 타

격동작은 검을 위에서 밑으로 베는 동작인데, 적은

아직 첫번째 타격에 대한 피격 동작 중이며 두번

째 피격 동작은 제 타이밍에 반응하지 못하고 몇

프레임 늦는다. 그래서 검이 이미 몸을 관통하고

바닥에 꽂혔는데도 오히려 이전 피격 동작이 끝난

후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Fig. 8] TMNT2 arcade : Late second motion 
timing

이미 세번째 타격이 들어가고 있는데 두번째 타

격에 대한 피격 동작이 뒤늦게 발동하는 중이라

세번째 타격은 그대로 무시되며 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이 게임 시스템 상 밸런스를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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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개발진의 의도일 수도 있지만, 플레이어는 때

려도 적이 반응을 하지 않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

황을 겪게 된다. 결과적으로 플레이어는 이런 잘못

된 타이밍에 의해 일체화된 느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타격감을 느끼기 힘들게 된다. 플레이어가

타격감을 느끼려면 조작을 통한 타격과 피격의 타

이밍이 적절해서 ‘실재감’을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Fig. 9] TMNT2 arcade : Ignoring hit judgment

3.1.2 피격 동작-B

플레이어 캐릭터가 적을 타격했을 때 적의 몸은

아픔을 느끼는 듯 움추려들지만, 몸체 자체는 뒤로

밀려나거나 좌우로 흔들리는 동작이 전무해서 실제

로 타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기 힘들다. 이는 앞

서도 언급했던 리액션의 원칙 중 한가지로, 게임

역학 상 대상을 타격했을 때는 대상의 위치가 힘

을 가하는 만큼 움직이거나 흔들려야 플레이어는

그만큼의 힘이 물리적으로 가해진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Fig. 10] TMNT2 arcade : No physical motion of 
the hit target

플레이어 캐릭터가 적을 타격할 때 타격 이펙트

가 없어서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어떤 부위를 맞

췄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픽 타격 이펙

트는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는 동안 적을 어느 시

점에 때렸는지 알 수 있게 보여주기 때문에 확실

한 타격감을 느낄 수 있는데, 만약 이게 없다면 내

캐릭터가 현재 적을 제대로 때리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의 다음 공격을 피하기도 힘

들고 타격감은 더더욱 느끼기 어렵다.

[Fig. 11] TMNT2 arcade : No visible Hit Effect

적을 잡아서 바닥에 내려치는 동작의 경우 바닥

에 닿을 때 이례적으로 타격 이펙트를 삽입해서

바닥에 닿았다는 걸 표기해 주지만, 물리적인 진동

을 느낄 수 있는 동작은 존재하지 않아서 타격감

이 미미하다.

[Fig. 12] TMNT2 arcade : No camera shaking

3.1.3 피격 동작-C

첫판 보스캐릭터의 경우 플레이어 캐릭터가 타

격을 하기도 전부터 피격 동작이 먼저 시작된다.

이런 경우 플레이어는 어느 시점에서 적을 타격하

기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공격 버

튼을 누르지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정확

하게 알 수가 없어, 타격이 타이밍 맞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타격감을 느끼기 힘들

다.

[Fig. 13] TMNT2 arcade : Timing of hit motion is 
late

벨트스크롤 액션게임 장르의 특성 상 적과 가까

이 붙으면 캐릭터 스프라이트가 그림 14와 같이

서로 겹치게 되는데, 피격자 B가 타격자 A에게 타

격을 받아도 전혀 밀려나지 않으면 피격자 B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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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맞고 있는건지 아닌지 확인이 안되므로 타격감

을 느끼기 어렵다. 이 역시 실제 물리적인 반응과

다르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플레

이어는 타격감을 못 느끼거나 약하다는 생각을 하

게된다.

[Fig. 14] TMNT2 arcade : No knock-back motion

플레이어 캐릭터의 무기가 보이는 것보다 멀리

있는 적을 타격하고 있다. 이건 타격을 판단하는

히트박스가 스프라이트의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생

기는 문제점이다. 이런 경우도 적을 정확하게 타격

한다는 느낌이 나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제대

로된 타격감을 느끼기 힘들다.

[Fig. 15] TMNT2 arcade : Hit decisions are farther 
than graphics

3.2 이식작과 비교 분석

이번에는 앞서 언급했던 <TMNT2>의 가정용

비디오게임기 이식작인 닌텐도 슈퍼패미컴판 타격

동작들을 분석해 보았다. 동작 분석은 아케이드 버

전과 동일한 캐릭터인 레오나르도의 동작으로 정했

다.

[Fig. 16] TMNT2 console : The perfect timing and 
frame freezing

레오나르도가 적을 타격하는 타이밍에 딱 맞춰

서 피격 동작 프레임이 발동한다. 동시에 프레임도

경직되서 적은 움직이는 반응을 멈추기 때문에 제

대로 타격을 받았다는 느낌을 알 수 있다. 아케이

드 버전의 경우 타격 시 동작 타이밍이 어긋나서

때리는 타이밍을 알기 힘들었다.

[Fig. 17] TMNT2 console : The existence of Hit 
Effect

타격되는 시점과 타이밍에 맞게 표시되는 타격

이펙트 덕분에 플레이어는 확실하게 적을 타격했다

는 걸 인지하게 된다. 동시에 타격 이펙트는 발생

시점에서 점차 사라지므로 효과가 끝나면 적의 경

직도 풀리게 되서 적이 다시 움직이거나 공격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아케이드 버전에는 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적을 때렸는지,

적이 현재 타격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전혀 알 수

가 없었다.

[Fig. 18] TMNT2 console : The afterimage effect 
that assists in hitting and distance

레오나르도가 타격 시 무기에 잔상 이펙트를 삽

입해서 해당 효과에 닿아도 적이 타격을 받는 걸

로 판정한다. 이는 아케이드 버전에 없던 이펙트인

데 이로 인해서 아케이드와 비슷한 타격 판정 거

리를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적에게 가시적으로 닿았

다는 걸 확실히 표현해주어 플레이어에게 명확한

타격감을 안겨준다. 아케이드 버전의 경우 그래픽

이 적에게 닿지 않았음에도 적이 피격 동작을 취

해서 혼동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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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TMNT2 console : Hitting motion that 
shakes when hit

타격을 받은 적은 일정 기간 프레임이 경직되면

서 한동안 좌우로 흔들리는 움직임을 갖는다. 이는

적이 타격을 받았다는 물리적인 반응을 표현한 것

으로 아케이드 버전에는 없었던 부분이다. 매 타격

시 마다 적이 경직되면서 동시에 물리적으로 흔들

리는걸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확실한

타격감을 느끼게 된다.

[Fig. 20] TMNT2 console : Camera shaking when 
hit the floor

적을 잡아서 바닥에 내려칠 때 아케이드 버전과

다르게 타격 이펙트는 없지만 게임화면 전체에 걸

쳐 아래 위로 진동하듯 움직임을 주어 플레이어가

확실한 타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

는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에 큰 진동이 오면 카메

라가 담고 있는 화면에도 진동이 담겨지는 카메라

쉐이크(Camera Shake) 연출과 동일해서 타격감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2D 게임 뿐 아니라

3D 게임에서도 자주 활용하는 연출 방법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게임속 '타격감'을 정의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타격감의 요소를 크게 시각적인 요소와 청

각적인 요소로 나누었으며,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되는 시각적인 요소에 대해 분석해 보

았다. 시각적인 요소에는 여러가지가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액션 게임 속 캐릭터의 타격 동작과

피격 동작을 분석하여, 어떤 세부요소와 원칙이 있

는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코나미의 아케이드 액

션 게임 <TMNT2>속 캐릭터들의 동작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

다.

우선 <TMNT2> 아케이드 버전의 경우 플레

이어 캐릭터가 타격 시 적 캐릭터의 피격 동작 타

이밍이 다소 늦음으로 플레이어가 어느 시점에 타

격했는지, 제대로 적을 타격했는지 알수 없게 만들

어 주어 명확한 타격감을 느끼기 힘들었다. 첫번째

타격에 이어지는 두번째 타격 동작의 경우 첫 타

격 동작에 대한 피격 동작이 미처 끝나지 못한 상

태에서 발생하여 피격 동작이 더욱 뒤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어지는 세번째 타격 동작의

경우 적의 늦은 피격 동작과 더불어 타격 판정조

차 무시 되버려서 적 캐릭터는 타격을 받지 않고,

그래서 플레이어는 적절치 못한 타격 타이밍과 판

정으로 인해 명확한 타격감을 느끼기 힘들다고 판

단되었다. 또한 적을 때릴 때 타격 받은 적이 흔들

리거나 넉백되지 않은 채 아무런 물리적인 움직임

없이 그저 피격 동작만을 보여주며, 동시에 타격

시 발생하는 타격 이펙트 조차 없어서 어느 시점

에 적을 타격했는지, 타격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플

레이어가 알기 쉽지 않았다. 적 보스를 타격할 때

는 타격 동작보다 먼저 피격 동작이 발동하기도

했으며,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래픽보다 멀리 있을

때도 타격 판정이 들어가서 타격거리에 대한 혼동

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는 명확한 타격시점과 거리

를 알 수 없어서 플레이어가 타격감을 느끼기 어

렵게 되는 요인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가정용 버전의 경우 앞에서 언급된

아케이드 버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요소들이 추가되었다. 우선 피격되는 적의 피격 동

작 타이밍을 수정 보완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피격

되는 적이 리액션을 취하도록 했고, 맞을 때 타격

이펙트를 추가해서 플레이어가 적의 피격 타이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시화 했다. 또, 피격 모션을

취함과 동시에 프레임이 경직되면서 일정 시간 앞

뒤로 흔들리는 물리 반응을 추가했다. 더불어 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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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캐릭터의 무기에 잔상 이펙트를 추가하고 타

격 판정을 주어, 아케이드 버전에서처럼 무기가 닿

지도 않았는데 피격 동작을 취하는 부분을 보완하

고 좀 더 명확한 타격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적을

붙잡아 바닥에 내려치는 기술의 경우 아케이드 버

전은 타격 이펙트만 존재해서 타격감이 다소 빈약

한 반면, 가정용 이식 버전의 경우 타격 이펙트는

없지만 카메라 쉐이킹 연출을 넣어서 바닥에 내려

칠 때 화면의 흔들림을 통해서 강한 타격감을 느

낄 수 있도록 보완 되었다.

분석 결과 아케이드 버전에서 타격감이 미약했

던 이유는 주로 타격 및 피격 동작의 잘못된 타이

밍과 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동시에 물리적

인 반응과 경직 동작, 카메라 연출 및 타격 이펙트

가 보완되면 타격감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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