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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행 슈팅 게임을 디자인하는 게임 디자이너는 난

이도 조절을 위해 아이템의 생성 확률을 조정하거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의 개수를 제한한다.

또한, 게임 디자이너는 게임의 난이도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난이도가 서서히 상승되도록 한다. 단계가 높

아질수록 더욱 복잡한 패턴의 움직임을 갖는 강한 

적 비행기를 등장시킨다. 하지만 높은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복잡한 움직임 패턴을 사용할 지, 어느 정도 

강하게 조절할 지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

운 일이다[1]. 하물며 ‘복잡한’ 이나 ‘강한’ 같은 개념

은 산술적으로 정의하기가 모호하다. 디자이너는 모

호한 부분을 정의하고 난이도 조절 값을 산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 이는 디자이너가 적당한 

난이도라고 생각될 때까지 수많은 테스트를 반복하

기 때문이다. 더불어 다양한 사용자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테스트 시간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어려움을 줄이고자, 본 논문에서는 퍼

지 이론을 이용한 비행 슈팅 게임의 난이도 조절 시

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데모

를 통해 시스템을 평가하여 실제 게임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관련 연구

게임 내부에서 동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연구

는 이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분야 

중 하나가 PCG(Procedural Content Generation)이

다. 강신진은 PCG의 다양한 연구 주제와 응용 사례

들을 소개하고 있다[2]. Thurau는 일반적인 NPC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을 제안하였

다. 새로운 기법이 사용된 NPC는 사용자의 행동패턴

을 습득하고 새로운 행동 패턴을 생성한다. NP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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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학습에는 Self-Organized map과 Bayesian

Network가 사용되었다[3,4].

Nicholas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전략 게임에 적용

하여 동적으로 난이도가 유지되도록 하였다[5]. 이 

연구에서는 1인칭 슈팅 게임의 인공지능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동적으로 생성한다. 엄상원은 유전자 알

고리즘을 테트리스 게임의 난이도 조절에 사용하였

다[6]. 이 연구는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 테트리스 

블록의 생성 패턴을 변화시킨다(Fig. 1 참조). 문성원 

등은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에 적합한 

지능적 AI 제작 기법을 연구하였다[7]. 이 연구는 퍼

지 확장 기법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발생하는 부하가 

적도록 하였으며, 좀 더 인간에 가까운 AI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Fig. 2 참조).

양정모 등은 2D 액션 게임의 NPC가 사용자의 다

양한 행동에 맞추어 반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NPC

는 동적 FSM(Finite State Machine)으로 구현되었

으며, 사용자의 행동정보를 기반으로 동작한다[8].

장새롬 등은 사용자의 게임 행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게임 환경을 생성할 수 있게 하였다. 게임 

환경 생성 시스템은 사용자가 이동한 좌표 데이터를 

수치화하며, 이를 기반으로 맵의 형태와 객체들의 위

치를 조절한다[9]. 또한, 이들은 퍼지이론을 이용하

여 사용자가 NPC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연구도 진행하였다[10]. 박준형 등은 인공잠정

을 게임에 적용하여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사용자의 행동은 인공 감정 에이전트에 감정 자

극을 주며, 변화된 에이전트의 감정은 게임의 난이도

를 조절하는데 사용된다[11].

3. 난이도 조절 퍼지 시스템

3.1 제안 시스템 개요

본 연구에서는 슈팅 게임의 난이도 조절을 PCG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퍼지 이론

을 이용하여 구현되었다. 퍼지 이론은 이동패턴의 ‘복

잡함’ 이나 적 비행기의 ‘강함’과 같은 이분법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애매한 표현을 처리하기에 적합하다.

제안된 시스템은 맘다니의 퍼지 추론 단계를 따른

다. 먼저 사용자의 실력을 수치화하기 위해 플레이 

경과 시간, 명중률, 적 비행기 파괴 시간 간격, 공격력 

향상 아이템 사용 비율과 같이 네 가지 항목에서 데

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값은 퍼지화 단계를 거치면

서 각 항목의 퍼지 집합들에 대한 소속도로 계산된

다. 시스템은 평가 단계에서 계산된 소속도를 이용하

여 규칙을 평가하고 통합 단계에서 전항의 평가 결과

들을 후항의 퍼지 집합으로 축약한다. 여기서 생성된 

신뢰도는 역퍼지화를 거친 후 적 비행기의 능력을 

변화시키는 값으로 사용된다. 변화되는 적 비행기의 

능력은 이동속도, 생산 딜레이, 그리고 생명력이다.

측정된 사용자의 실력에 따라 적 비행기의 능력을 

변화시킴으로써 난이도를 조절한다.

Fig. 1. Tetris game using a genetic algorithm.

Fig. 2. Online game using a Fuzzy extension principle. 

Fig. 3. Game using artificial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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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자의 실력 측정

시스템은 네 가지 항목을 측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실력을 수치화한다. 첫 번째 측정 항목은 플레이 경

과 시간이다. 플레이 시간이 증가할수록 난이도는 상

승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명중률은 사용자 

비행기에서 생성된 발사체가 목표물에 명중하는 비

율이며, 모든 슈팅 게임에서 사용하는 판정 기준이

다. 세 번째, 적 비행기 파괴 간격은 사용자가 느끼는 

긴장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간격이 짧다는 것은 

적 비행기의 수가 사용자에게 긴장감을 주기에 부족

하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시스템은 적 비행기를 더 

빠르게 생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격력 향

상 아이템 사용 비율은 플레이 환경이 적 비행기를 

파괴하기에 유리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데 

사용된다. Fig. 4에 사용자의 실력을 수치화하기 위

한 측정 항목과 조절되는 적 비행기의 항목 간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3.3 퍼지화

퍼지화는 퍼지 집합체의 모든 퍼지 집합에 대하여 

소속도를 구하는 것이다. Fig. 5와 Fig. 6에 본 논문의 

퍼지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퍼지 집합체와 소속도 함

Fig. 4. Correlation between measurement clause and 

controlling clause.

Fig. 5. Fuzzy sets of measurement item.

Fig. 6. Fuzzy sets of enemy’s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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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퍼지화가 이루어지는 논의범

위를 Table 1와 Table 2에 나타내었다.

명중률 55%는 Bad 퍼지 집합에서는 0, Good 퍼지 

집합에서는 0.75, Awesome 퍼지 집합에서는 0.165

의 소속도로 계산된다. 시스템은 소속도 계산 과정에

서 논의 범위의 최댓값을 넘는 수치가 입력될 경우,

소속도를 1로 클리핑 하여 사용한다.

3.4 규칙 평가

규칙 평가는 적 비행기가 생산된 직후 진행된다.

퍼지 규칙은 퍼지 집합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

로, “IF Accuracy rate is Good AND Play elapsed

time is Long THEN ‘Moving speed is Fast.”의 형태

를 가진다. 각 퍼지 집합체 간의 퍼지 규칙은 Fig.

7에 나타나 있다.

전항의 소속도는 규칙 평가 단계를 통해 후항의 

신뢰도로 바뀐다. 만약 규칙 평가 단계에서 전항이 

두 개 이상이면 퍼지 연산을 이용하여 하나로 축약한

다. 일반적인 퍼지 시스템에서는 두 개 이상의 평가 

결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합집합인 OR 연산을 사

용한다. 하지만 본 논문의 퍼지 시스템은 두 개의 전

항을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사용하므로, 교집합인 

AND 연산을 사용한다.

게임이 시작한지 500초가 경과되고 명중률이 55%

일 때, 퍼지 규칙 중 하나인 “IF Accuracy rate is

Good AND Play elapsed time is Long THEN

Moving speed is Fast.”를 평가하면 Table 3과 같다.

전항인 명중률의 Good 소속도는 0.75, 플레이 경과 

시간의 Long 소속도는 0.4이다. AND 연산은 이 중 

작은 값을 가져오므로 후항인 이동속도  Fast의 신뢰

도는 0.66이 된다.

3.5 결과 도출

모든 퍼지 규칙의 평가가 끝나면 후항에 속한 퍼

지 집합의 신뢰도를 최종 결정한다. 이때 퍼지 규칙 

사이에서 후항이 중복되면 경계 합 혹은 OR 연산을 

사용하여 그 값을 통합한다. 본 연구에서는 합집합인 

OR 연산을 사용한다. Slow의 경우 0, 0.4, 0.75와 같

이 후항의 신뢰도가 세 번 중복된다. 이 중 가장 큰 

값을 가져오므로 퍼지 집합 Slow의 신뢰도는 0.75이

다. Table 4는 Table 3의 중복된 신뢰도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Table 4와 같이 신뢰도가 결정된 퍼지 집합체는 

역퍼지화가 진행된다. 역퍼지화 방법으로, 본 연구에

서는 무게중심법보다 계산이 간단하고, 그에 근접한 

값의 도출이 가능한 최댓값들의 평균법을 사용한다.

최댓값들의 평균법으로 크리스프 출력을 구하는 공

Table 1. Discussion and unit of Fuzzy sets

Accuracy rate
Power up item usage

time ratio
Interval of enemy
destroyed time

Play elapsed time

Unit Percent(%) Sec

Discussion range 0 - 100 0.0–6.0 0 - 600

Table 2. Discussion and unit of Fuzzy sets 

Moving speed Spawn delay Life amount

Unit Percent(%)

Discussion range 30 - 100

Fig. 7. Fuzzy rule’s o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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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수식 (1)에 나타내었으며, 역퍼지화에 사용되는 

퍼지집합체의 대푯값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

(1)

Table 4의 신뢰도와 Table 5의 대푯값을 이용하여 

수식 (1)에 대입하면 이동 속도의 크리스프 출력을 

얻을 수 있다. 계산된 결과 값은 단위가 백분율이기 

때문에 각 능력치의 최댓값을 곱해야 한다. 생성 딜

레이는 2, 이동 속도는 7, 생명력은 5가 최댓값이다.

그러므로 현재 예에서 결정된 적 비행기의 이동 속도

는 3.04가 된다. 결정된 값은 다음 적 비행기 생성 

시에 적용된다.

4. 실험 방법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 간단한 데모 게임을 구현하

였다.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자연스럽

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난이도 조절 조건은 알려주지 

않는다. 데모 게임은 충분한 실험 데이터를 얻기 위

해 사용자의 적 비행기가 파괴되더라도 게임이 끝나

지 않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의 동기부여를 위해 적 

비행기 파괴 횟수와 사용자 비행기 파괴 횟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험 데이터 수집은 2초 마다 자동으로 시행되며,

데이터는 R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CSV

(Comma-separated values) 파일 포맷으로 저장된

다. 저장되는 실험 데이터는 기록 당시의 시간, 사용

자의 실력 측정 결과, 적 비행기의 조절항목이다.

5. 실험 결과 및 고찰

5.1 이동 속도 조절 실험 결과

적 비행기의 이동 속도는 사용자의 실력 상승 혹

은 플레이 경과 시간의 상승에 따라 증가하도록 설정

되어 있다 (Fig. 8). (a)의 두 그래프는 명중률과 이동 

속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명중률이 상승하면 

이동 속도가 증가한다. 플레이 경과 시간과의 결과는 

(b)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다. 선형회귀분석 결과,

두 그래프 모두 상승하는 추세가 보였다.

마지막 (c) 그래프는 전체적인 이동속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플레이 경과 시간이 증가하더라도 명중률

이 하락하면 이동속도가 감소한다. 또 반대로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명중률이 상승하면 

이동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5.2 생산 딜레이 조절 실험 결과

적 비행기의 생산 딜레이 조절 결과는 Fig. 9에 

나타내었다. (a) 그래프는 생산 딜레이와 플레이 경

과 시간 그래프, (b) 그래프는 적 비행기 파괴 간격 

Table 3. Example of fuzzy rule evaluation

Play elapsed time

Short(0.0) Proper(0.4) Long(0.4)

Accuracy rate

Bad(0) Slow(0) Slow(0.4) Proper(0.4)

Good(0.75) Slow(0.75) Proper(0.4) Fast(0.4)

Awesome(0.165) Proper(0.165) Fast(0.165) Fast(0.165)

Table 4. Combined reliabilities of moving speed

Slow Proper Fast

0.75 0.4 0.4

Table 5. Representative value of Fuzzysets 

Fuzzy sets

Spawn delay Moving speed Life amount Representative value

Short Slow Weak 36.5

Proper Proper Proper 65

Long Fast Hard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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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생산 딜레이 그래프, (c)그래프는 생산 딜레

이, 플레이 경과 시간, 적 비행기 파괴 간격 시간을 

축으로 하는 3차원 그래프이다. 생산 딜레이와 플레

이 경과 시간은 반비례 관계이다. Fig. 9의 (a) 그래프

를 보면 시간이 증가할수록 적 비행기의 생산 딜레이

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형회귀분석 결과,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생산 딜레이와 적 비행기 파괴 간격은 비례관계이

다. 이는 (b)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다. 적 비행기의 

파괴 시간이 짧을수록 생산 딜레이가 줄어든다. 해당 

그래프의 경우 그래프 상의 수치 분포가 매우 넓은 

편이나 선형회귀분석 추세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비례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 그래프

를 통해 전체적인 생산 딜레이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5.3 생명력 조절 결과

적 비행기의 생명력 조절 결과는 Fig. 10에 나타내

었다. 생명력과 플레이 경과 시간은 비례관계이다.

Fig. 10의 (a) 그래프를 보면 플레이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격력 향상 아

이템 사용 비율과 생명력 또한 비례관계이다 이는 

Fig. 8. Graph of moving speed control result. (a) Moving speed–Accuracy rate graph, (b) Moving speed–Play time 

graph, and (c) Moving speed–Play time–Accuracy rate graph. 

Fig. 9. Graph of spawn delay control result. (a) Spawn delay–Play time graph, (b) Spawn delay–Interval of enemy 

destroyed time graph, and (c) Spawn delay–Play time–Interval of enemy destroyed time graph. 



1470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0권 제8호(2017. 8)

(b) 그래프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생명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의 

결과는 이전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분석 추세선이 상

승세이며, 수치 조절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c) 그래프는 전체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실력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맞는 난이도 생성 시스템을 제

안하였다. 제작된 데모게임을 통해 실험한 결과, 사

용자의 실력이 변화하면 적 비행기의 능력 또한 변화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용자의 실력이 향상됨

에 따라 강한 적 비행기가 나타나 난이도가 조절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기존의 난이도 

조절 방법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이는 테스트 

과정이 줄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실력에 따른 난이

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력이 좋지 않은 사

용자에게는 게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실력이 좋은 사용자에게

는 더 높은 난이도를 맞춤형으로 제공 가능하다. 본 

시스템을 사용하여 게임 난이도를 조절한다면 게임

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많은 사용자가 유입될 것이며,

적절한 긴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수가 줄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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