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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율 캐릭터는 게임에서 사용자 캐릭터와 업하여 게임을 진행하거나, 사용자 캐릭터와 

을 수행한다. 자율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행동 제어를 해, 본 논문에서는 상황인지 기법을 

제안한다. 상황인지 기법은 자율 캐릭터의 재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황 정보를 분석한 

후, 재 상황에 맞는 행동을 자동 생성한다. 상황인지 기법은 자율 캐릭터의 재 상황에서 발

생하는 상황 요소의 정보 가치를 분석하고, 분석된 상황 요소 정보를 활용하여 캐릭터의 자연

스러운 행동을 생성한다. 본 실험에서 상황인지 기법이 규칙기반 기법보다 평균 39%의 성능 향

상을 나타냈고, 정보획득 기법보다는 평균 8%의 성능 향상을 나타냈다. 

ABSTRACT

The non-player character(NPC) either cooperates with the player character to proceed 

the game or fight against the game player. This paper proposes the context awareness 

method for the natural action control of the same NPC. The context awareness method 

analyzes the context information of the NPC that can be utilized in the current status 

and creates the actions which suit the current context automatically. The context 

awareness method analyzes the information value of the context elements of the NPC 

which occur in the current context and creates natural actions of the character by 

utilizing the analyzed context element information. In this experiment, average 

performance improved by 39% and by 8% in the context awareness method as compared 

to the rule-based method and information gain metho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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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게임산업은 컴퓨터가 활성화됨에 따라 속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1]. 게임은 장르마다 특징이 

있으며[2], 장르에 따른 환경 특성은 다양한 게임 

요소들을 발생시킨다[3]. 다양한 장르에서 동일하게 

유지되는 요소는 게임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발생시

키는 게임 캐릭터이다[4]. 게임 캐릭터는 사용자에

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요한 요소이다[5].

자율 캐릭터의 역할은 게임 내에서 게임 사용자

의 캐릭터와 업하여 게임을 진행하거나, 게임 사

용자의 캐릭터와 을 수행한다. 게임 사용자가 

게임을 진행할 때, 자율 캐릭터와의 상호작용은 필

수 인 요소이다. 특정 환경에서 상호작용이 미약

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환경에 몰입하기 어렵고 

지루함을 느낀다[6]. 그러므로 게임 사용자의 흥미

를 유발시키기 해, 게임 상황에 합한 행동을 

개할 수 있는 자율 캐릭터가 필요하다[7]. 그러

므로 게임 사용자에게 게임에 한 흥미를 지속

으로 유지시키기 해서는 지능  자율 캐릭터의 

행동 제어가 필요하다[8]. 지능  자율 캐릭터는 

획일화된 단순 규칙에 의한 반복  행동을 배제하

고, 게임 상황에 합한 다양한 행동을 생성해야 

한다[9]. 한 지능  자율 캐릭터는 사용자의 성

향이나 수 에 맞게 한 응을 수행할 수 있

어야 한다. 

자율 캐릭터의 행동 제어에 활용하는 규칙기반 

방식의 표 인 기술은 유한상태기계 기법이다. 

유한상태기계 기법은 자율 캐릭터의 행동 제어를 

조건 과 귀결 을 이용하여 규칙화한다. 유한상태

기계 기법에서 활용하는 가장 요한 두 가지 요

소는 상태와 이이다. 상태는 자율 캐릭터가 직면

한 상황이고, 이는 자율 캐릭터의 상황 변화를 

의미한다. 상태와 이를 이용하여 자율 캐릭터의 

행동을 제어하면 행동 특성이 명료해지는 장 이 

있다. 복잡한 행동 제어가 요구되는 자율 캐릭터에

서 유한상태기계 기법을 용할 경우, 캐릭터 디자

이 는 자율 캐릭터에 합한 모든 규칙을 생성하

여야 한다. 그러므로 캐릭터 디자이 는 모든 게임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자율 캐릭터의 행동을 측

하여 설계해야 한다. 게임 진행에 합한 자율 캐

릭터의 모든 행동 제어를 캐릭터 디자이 가 완성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자율 캐릭터의 행동을 게임 진행에 합하게 발

생시키기 해서는 자율 캐릭터의 재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요소를 활용하면 효과 이다. 

를 들면 을 경계하는 자율 캐릭터가 을 만

났을 경우 무조건 공격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 캐릭터의 화력, 체력,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하게 에게 응하는 것이 실 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 캐릭터의 행동을 게임 상황

에 맞게 발생시키는 상황인지 기법을 제안한다. 상

황인지 기법은 자율 캐릭터의 재 상태에서 활용

될 수 있는 상황 정보를 분석하여 한 행동을 

발생시키는 장 이 있다.

2. 련 연구

게임의 수요 증가로 게임 사용자들은 실 인 

다양한 형태의 게임 진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게임 

사용자의 기 에 부응하기 해서는 자연스런 행동

을 발생시키는 지능  자율 캐릭터의 설계가 필요

하다[10]. 그러나 자율 캐릭터의 지능화 설계는 게

임의 어려운 분야에 속한다[11]. 자율 캐릭터의 행

동 제어에 활용되는 가장 표 인 방식은 유한상

태기계 기법이며, 유한상태기계 기법은 규칙기반 

방식을 기본 구조로 활용한다[12]. 게임 규모가 커

짐에 따라 자율 캐릭터는 많은 규칙을 필요로 하

지만, 규칙기반 방식은 자율 캐릭터의 행동 설계에 

한계가 있다[13]. 

Namee 등[14]은 자율 캐릭터가 사용자의 게임 

시 에 존재하지 않아도 행동 제어를 진행하여, 사

용자의 게임 시 에 자율 캐릭터가 다시 존재하여

도 자연스러움을 유지시키는 행동 제어 기법을 제

안하 다. Robert 등[15]은 자율 캐릭터의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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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활동을 발생시키기 해 동기, 분류, 행동이

라는 세 가지 모듈을 계층 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제어계층 시스템은 자율 캐릭

터의 감지 정보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고, 선택된 

행동을 기반으로 행동의 세기를 결정한다. Mateas 

등[16]은 자율 캐릭터의 반응행동 언어인 ABL을 

제안하 다. ABL은 외부 신호를 입력받는 감지기

에 한 일반화된 구조를 제공하여 활성행동계층

화 구조를 제공한다. DeLap 등[17]은 실시간 검사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게임 조건

에 한 임계치를 설정하여 게임 환경이 특정 임

계치를 넘을 경우, 게임 규칙에 문제가 있는 것으

로 측한다. 

복잡한 게임 구조에서 단순한 구조의 규칙기반 

방식만을 이용하여 자율 캐릭터의 다양한 행동을 

설계하기 해서는 많은 종류의 규칙 생성이 필요

하다. 이러한 자율 캐릭터의 규칙 생성은 으로 

게임 디자이 가 담당해야 함으로, 자율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발생시키는 제어 규칙을 모두 

생성한다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같

은 연구들은 캐릭터 디자이 가 캐릭터의 행동 제

어를 모두 결정해야 한다는 제가 필요하여, 자연

스러운 행동 생성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상황인지 

방식을 용하는 것이 효과 이다. 상황인지는 인

공지능에서 출발한 분야로 객체간의 상호작용을 통

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Feng[18] 등은 상황 모델과 에이 트 모델을 이용

한 CaDS 시스템을 제안하여 상황인지 결정기에 

활용하 다. Lee[19] 등은 MMORPG에서 자율 캐

릭터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한 지능화 임웍에 

해 분석하 다. 기존의 상황인지 연구들은 인공

지능에서 사용하는 학습 모델을 자율 캐릭터에 

용하여 캐릭터를 지능화하고, 캐릭터의 지능화 모

델은 단일한 형태로 표 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 캐릭터의 다양한 행동 생성

과 자연스러운 행동 유지를 해, 캐릭터 제어를 

다 으로 확장한 상황인지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게임 상황에서 발생하는 

요소를 분석하여 자율 캐릭터의 다  행동을 생성

한 후, 게임 상황에 합한 행동을 발생시킬 수 있

는 장 이 있다. 

3. 상황인지

3.1 게임 환경에서의 자율 캐릭터

자율 캐릭터가 게임 상황에 합한 행동을 자연

스럽게 발생시켜야, 사용자는 게임에 몰입할 수 있

다. 쟁 게임에서 자율 캐릭터가 경계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경할 경우, 이 나타났다고 게임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공격 상태로 환하

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쟁 게임에서 자

율 캐릭터의 행동 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요

소는 무기, 시간, 음식, 체력, 기후 등일 것이다. 공

격에 합하지 않은 상태라면 자율 캐릭터는 공격 

상태보다는 복귀 상태로 이하는 것이 실 일 

것이다. 그러므로 자율 캐릭터의 재 상황에서 상

태를 유지할 것인지 상태를 이할 것인지에 한 

결정에 상황 정보를 이용하면 자율 캐릭터의 행동

에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다. 

다양한 게임 상황에서 자율 캐릭터의 자연스러

운 행동을 유지하기 해서, 자율 캐릭터는 게임 

상황에 합한 다양한 처 방법을 소유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 캐릭터의 행동을 게임 상황에 

합하게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인지 기법을 제안

한다. 상황인지 기법은 게임 환경에서 발생하는 게

임 요소들의 정보 가치를 이용하여, 게임 상황에 

합한 자율 캐릭터의 행동을 생성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3.2 정보획득의 개념

게임 상황에서 발생하는 환경 요소에 한 정보 

가치 측에 정보획득 기법을 이용하면 효과 이

다. 정보획득 기법은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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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결과트리를 생성한다. 정보획득 기법에서 생성

한 결과트리는 규칙 환이 쉽다는 특징이 있다. 

결과트리는 속성 순서에 의미가 있으며, 속성을 이

용한 최 화된 결과를 도출한다. 

정보획득 기법에서는 결과트리 생성을 해 

를 이용하여 속성 결정에 사용하며, 

의 공식은 (eq. 1)과 같다. (eq. 1)에 나타

난 는 체 데이터 집합이고 는 분류 클래스를 

의미한다. 는 체 데이터 집합 에 한 번째 

클래스 의 확률이다.  

≡
  



log               (eq. 1)

에 의해 생성된 결과는 체 데이터의 

혼합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다양한 부

류들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는 높은 값으

로 표 된다. 그러나 특정 부류의 유도가 증가하

게 되면 는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 

는 부류들을 다  분할함으로 특정 데이터

들의 분류를 명확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

 분할을 이용한 는 데이터 분류를 극명

하게 나타내는 특징을 가진다.

은 재 상황에서 특정 속성이 선택되었을 

경우, 의 재 상황에 한 상  순정도

를 나타낸다. 선택된 속성에 의해 의 혼합

도가 낮아지면 의 순정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선택된 속성의 정보 가치는 높다고 추정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을 이용하여 속성 순정도를 측

정하고, 순정도가 높은 속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이 효과 이다. 의 수식을 (eq. 2)

에 나타내었으며, (eq. 2)에 나타난 은 

를 기반으로 속성 순정도 측정한다. (eq. 

2)에 나타난 는 속성을 의미하고, 는 체 데이

터 집합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는 속성 

가 용된 상태에서의 체 데이터 집합 의 순

정도를 나타낸다. 는 의 혼합도를 나

타내고, 
는 의 혼합도를 나타낸다. 

는 속성 에 속하는 각각의 속성값을 나타내고, 

는 속성 의 특정 속성값 를 지닌 데이터 집

합이다. 

≡

          
∈  






    (eq. 2)

3.3 정보획득의 활용

정보획득의 활용에 해, 간단한 제를 들어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특정 데이터 집합 D에 A, B, 

C라는 데이터 속성이 존재하고 분류 속성으로 

Class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가정하에 데

이터 속성값은 T와 F로 표 되고, 분류 속성값은 

Good와 Bad로 표 된다. 이와 같은 제하의 

제를 [Table 1]에 나타냈다. 체 데이터 집합에 

나타난 8개의 객체는 분류 속성을 기 으로, Good

인 경우는 5개이고 Bad인 경우는 3개이므로 체 

데이터의 정보 혼합도를 측정하는 은 

를 활용한다.

 



log








log




  이

다. 

[Table 1] Training examples

A B C Class

T T T Good

T T F Good

T F T Good

T F F Bad

F T T Good

F T F Bad

F F T Good

F F F Bad

속성 C를 이용한 는 C의 값이 T인 경

우와 F인 경우로 나뉜다. 속성 C가 T인 상태에서 

Good에 해당하는 것은 4개이고, Bad에 해당하는 

것은 0개이므로 C의 정보 혼합도에 한 

는 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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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 

속성 C가 F인 상태에서 Good에 해당하는 것은 1

개이고, Bad에 해당하는 것은 3개이므로 

 



log








log




  이

다. 그러므로 체 집합 D에 한 속성 C의 

은 으로 계산될 수 있다. 그러므로 

  



∙




∙  

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A와 B의 을 구하

면   이고   이

다. 그러므로 A, B, C 속성 에 가장 이 높

은 C를 먼  활용하는 것이 분류에 효과 이다. 

이러한 방법을 C가 T인 상태와 F인 상태에서 A

와 B를 용하여 다시 을 구해 두 번째 분류 

속성을 선택한다. 이러한 결과로, 최종  결과트리

는 C, B, A나 C, A, B 순서로 표 된 트리이다. 

그러므로 최종 결과트리는 해당 데이터 집합에서 

생성될 수 있는 최 화된 트리이다.  

3.4 상태선택 모델

자율 캐릭터의 다양한 행동 생성을 해 상황인

지 기법은 상태선택 모델을 사용한다. 상태선택 모

델은 다양한 이에 실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 가능한 이 상황에 한 정보 가치를 고려

하여, 불완 한 상태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상태선택 모델을 (eq. 3)에 나타내었다. 상태선

택 모델인 는 이 상태 를 선택하기 

한 모델이며, (eq. 3)에 나타난 는 각 상태에 

해당하는 데이터 집합이다. 그러므로 상태 선택을 

해 활용한 
는 의 정보 혼합도를 

의미하고, 



는 



의 정보 혼합도를 의

미한다. 는   데이터 집합의 상황 요소에 한 

발생 빈도를 의미하고, 는   데이터 집합에서 발

생한 속성의 생성 빈도를 의미한다. 



는   데이

터 집합의 상황 요소에 한 발생 빈도를 의미하

고, 



는   데이터 집합에서 발생한 속성의 생성 

빈도를 의미한다. 

상태선택 모델은 자율 캐릭터가 발생시킬 수 있

는 여러 상태에서 를 기반으로 의 정보 

순정도를 측정하고, 확률에 기반하여 상태를 선택

한다. 상태선택 모델에서 확률함수 는 자율 캐릭

터의 이 상태를 결정한다. P는 0에서 100까지의 

값을 이용하여, 0은 정보 순정도가 가장 낮은 상태

고, 100은 정보 순정도가 가장 높은 상태를 의미한

다. 를 들어 확률함수 P를 70으로 결정할 경우, 

정보 순정도가 100에서 70까지 해당하는 모든 상

태들은 이 상 집합에 포함된다. 이 상 집합

이 생성된 후, 상태선택 모델은 이 상 집합에서 

랜덤하게 이 상태를 결정하여 최종 인 이 상

태를 자율 캐릭터에 용하는 차를 따른다. 상태

선택 모델을 자율 캐릭터의 행동 제어에 용함으

로써 자율 캐릭터는 자연스러운 다양한 행동들을 

생성할 수 있다. 자율 캐릭터의 행동 결정에 확률

을 사용함으로써 행동 생성에 타당성을 지닌다.  

     
 








 


 
















       
 








 


 














 

    
  

 






 


  




 

 


 




 

    
  

 









 














   (eq. 3)

4. 실  험

4.1 실험 환경

슈 게임과 같은 소규모 게임과 MMORPG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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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모 게임에서 발생하는 환경 데이터의 크

기는 매우 다르며, 게임 환경의 크기는 자율 캐릭

터의 행동 제어에 많은 향을 끼친다. 이러한 게

임 환경의 크기에 따라 자율 캐릭터의 행동 변화

를 측정하기 해 다양한 크기의 실험 데이터를 

생성하 다. 실험 데이터 집합은 크기에 따라 D1, 

D2, D3, D4, D5로 분류된다. 생성된 실험 데이터

에 속하는 상태 종류의 크기는 50으로 결정하 다. 

게임 환경에서 발생하는 상황 요소의 크기는 10, 

20, 30, 40, 50으로 결정하 으며, 상황 요소를 다

양하게 정의한 이유는 상황 요소의 활용 빈도에 

따른 자율 캐릭터의 행동 발생을 측정하기 해서

다. 자율 캐릭터의 행동 데이터는 환경 상태에 따

라 다양하게 생성하 으며, 실험 데이터에 포함된 

자율 캐릭터의 행동 정보는 크기에 따라 D1은 

100,000개, D2는 200,000개, D3는 300,000개, D4는 

400,000개, D5는 500,000개로 결정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다  분할을 기반으

로 하기 때문에 비교  빠른 연산을 수행할 수 있

다. 이러한 다  분할 기법의 하나인 decision tree

를 모바일 게임 환경에 사용한 연구도 존재한다

[20]. 그리고 특정 행동에 한 학습을 수행할 때

는 백그라운드 작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시간 요소는 배제하 다. 

행동 데이터의 기본 집합은 과 

같으며, 행동 데이터 의 속성은 블리언 형식을 

취한다. 속성이 T일 경우는 해당 요소가 발생한 

것이고, 속성이 F일 경우는 해당 요소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를 들어 투용 자율 캐릭

터가 투를 진행할 행동 데이터 요소에 화력, 식

량, 육탄 , 지원부 가 사용된다고 가정하자. 이러

한 가정에서 행동 데이터 집합이 {T, F, T, F}일 

경우라면 화력과 육탄 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

고, 식량과 지원부 는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자율 캐릭터의 상태 이 벡터의 기본  형태는 

      과 같다. 는 재 상태를 의

미하고 는 번째 이 상태를 의미한다. 상태 속

성은 블리언 형식을 취하며, 속성이 T일 경우는 

해당 상태로 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속

성이 F일 경우에는 해당 상태로 이가 불가능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어 투용 자율 캐릭

터가 사용하는 상태가 투, 수비, 후퇴, 경계, 

기, 휴식이라 가정하자. 이러한 가정에서 투 상

태 벡터가 <T | T, T, T, F, F, F>일 경우라면 

투 상태에서 투 유지나 수비와 후퇴 상태로 

이가 가능하다. 이 제에 따라 투 상태에서 

경계, 기, 휴식 상태로의 이는 불가능하다. 

실험 데이터 생성에는 랜덤함수를 이용하 으며, 

게임 환경의 복잡성을 발생시키기 해 상태 이

에는 0%에서 30%까지의 복도를 허용하 다. 그

러므로 자율 캐릭터는 게임 환경에서 다양한 상태

로 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자율 캐릭터의 행동 선

택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상태에서 자연스

러운 행동 결정을 측정하기 해 상태 이에 

한 복도를 허용하 다. 

실험에 사용되는 자율 캐릭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으며, 첫 번째 자율 캐릭터(RNPC)에는 

게임에서 일반 으로 사용하는 규칙기반 제어시스

템을 용하 다. 규칙기반은 자율 캐릭터의 행동 

규칙을 정의한 후, 정의된 행동은 수정될 수 없다. 

두 번째 자율 캐릭터(DNPC)는 정보획득 기법을 

용한 제어시스템으로 동작한다. 정보획득기반 자

율 캐릭터는 다  분할 기법을 이용하여 행동 결

정을 생성한다. 자율 캐릭터의 다양한 행동 발생을 

해, 세 번째 자율 캐릭터(PNPC)는 상태 이에 

한 확률함수기반 제어시스템으로 동작한다. 확률

함수기반 자율 캐릭터는 각 상태에 발생확률을 

용하여 확률에 따라 상태 발생의 비율에 변화를 

 수 있다. 네 번째 자율 캐릭터(SNPC)는 본 논

문에서 제안한 상황인지 기법을 용한 제어시스템

으로 동작한다. 

실험에서는 five-fold cross validation 방법을 

사용하 다[21]. 정확도 계산에는 률을 활용하

다. 률 수식을 (eq. 4)에 나타냈다. 

  
   

   
      (eq.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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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분석

[Fig. 1]에 본 실험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1]의 X축에 각 실험 데이터 집합을 나타냈고, Y축

은 률을 나타낸다. 

[Fig. 1] Experimental results on five test data sets

D1은 다른 실험용 데이터에 비해 가장 게임 정

보가 은 데이터이다. D1에서 RNPC는 11%의 

정확도를 나타냈고, PNPC는 34%의 정확도를 나

타내어 PNPC는 RNPC보다 23%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PNPC는 상태 이에 확률을 용한 제

어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게임 상황에

서 RNPC보다 우수한 행동 제어를 나타냈다. 

RNPC는 규칙기반이 용된 제어시스템을 활용하

기 때문에, 외 상황이 발생하 을 경우에는 비정

상 인 행동을 발생시켰다. RNPC는 고정된 규칙

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한 행동을 추출할 수 없는 단 이 있다. 그러나 

RNPC는 확률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태에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장 이다.  

D1에서 DNPC는 31%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규

칙기반 기법을 활용한 RNPC에 비해 20%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정보획득 기법을 용한 

DNPC는 규칙기반 기법을 활용한 RNPC보다 다양

한 게임 환경에 히 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 SNPC는 38%의 정확도

를 나타내어 RNPC에 비해 27%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SNPC는 상황인지 기법이 용된 제어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 환경에 쉽

게 응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SNPC는 PNPC

보다는 4%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고, DNPC보다는 

7%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SNPC는 다른 제어 

기법에 비해 우수하게 게임 상황에 응한다는 것

을 본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 

D2에서 RNPC는 15%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D1

에서의 성능보다 4% 향상되었다. RNPC는 규칙기

반 제어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율 캐릭터에 

행동 규칙이 많이 포함될수록 우수한 성능을 나타

낸다는 특성이 있다. D2에서 PNPC는 37%의 정확

도를 나타내어 RNPC보다 22% 우수한 성능을 나

타냈다. PNPC도 사용할 수 있는 게임 데이터가 

많을 경우, 행동 제어 성능이 우수하게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규칙기반 방식의 RNPC와 다

르게 PNPC는 정형화된 규칙을 활용하는 것이 아

니라, 게임 상황의 요소를 분석하여 자동 으로 자

율 캐릭터의 행동을 생성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PNPC는 RNPC보다 다양한 행동을 생성할 수 있

는 장 이 있다. DNPC는 42%의 정확도를 나타내

어 RNPC에 비해 27% 높은 성능을 나타냈으며, 

PNPC보다는 5%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SNPC는 

D2에서 46%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RNPC에 비해 

31% 높은 성능을 나타냈으며, PNPC와 DNPC보

다 각각 9%와 4%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SNPC

는 게임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여 한 행동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게임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더

욱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 

D3에서 RNPC는 9%의 정확도를 나타냈고, 

PNPC는 49%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PNPC는 

RNPC보다 40%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DNPC는 

47%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RNPC에 비해 38% 높

은 성능을 나타냈고, PNPC보다는 2% 낮은 성능

을 나타냈다. SNPC는 57%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RNPC에 비해 48% 높은 성능을 나타냈고, PNPC

와 DNPC보다 각각 8%와 10% 높은 성능을 나타

냈다. 데이터 집합의 규모가 커져도 SNPC는 다른 

자율 캐릭터보다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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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에서 RNPC는 16%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D3

에서의 성능보다는 7% 향상되었다. RNPC도 데이

터의 증가에 따라 성능은 향상되고 있으나, 높은 

성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게임 상황이 커짐

에 따라 외 인 규칙 발생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D4에서 PNPC는 42%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RNPC보다 26%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으며, 

PNPC는 게임 규모가 커지더라도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 다. DNPC는 49%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RNPC에 비해 33% 높은 성능을 나타냈고, PNPC

보다 7%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SNPC는 62%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RNPC보다 46% 높은 성능을 

나타냈고, PNPC와 DNPC보다 각각 20%와 13%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D5는 실험 데이터 집합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D5에서 RNPC는 21%의 정확도를 나타냈고, 

PNPC는 53%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RNPC보다 

32%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게임 규모의 증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상황 정보도 증가하기 때문

에, PNPC는 게임 규모의 증가에 따라 RNPC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DNPC는 57%의 정확도

를 나타내어 RNPC보다 36% 높은 성능을 나타냈

고, SNPC는 65%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RNPC보

다 44%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5. 결  론

자율 캐릭터의 행동 제어에 활용되는 표 인 

방식인 규칙기반 방식은 규칙의 생성과 갱신이 편

리하지만, 자연스러운 행동 생성에 제한 이고 

외 규칙이 발생하 을 경우에는 비정상 인 행동을 

유발한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본 논

문에서 상황인지 기법을 제안한다. 상황인지 기법

은 게임 환경에서 발생하는 환경 요소를 활용하여 

자율 캐릭터의 행동을 제어한다. 상황인지 기법은 

게임 환경에 따른 자율 캐릭터의 상태 결정을 

해 상태선택 모델을 사용하며, 상태선택 모델은 다

양한 상태 이에 해 실성을 부여하는 장 이 

있다. 상태선택 모델에서는 자율 캐릭터의 실감 

유지를 해, 상태 이에 한 정보 가치를 분석

하여 불완 한 상태 이를 배제하는 특성이 있다.  

다양한 실험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우

수한 성능을 나타냈고, 확률기반 기법과 정보획득 

기법도 규칙기반 기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

다. 자율 캐릭터의 행동 제어에 게임 상황에서 발

생하는 환경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자율 캐릭터의 

행동 생성에 효과 이라는 것을 여러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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