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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펜데믹(Pandemic) 사태로 인해 세계적

으로 자연스럽게 게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갑자기 불어난 여유 시간을 소비하

기 위한 수단들이 절실해졌고, 특히 비대면에 익숙한 

한국 청소년 사이에서는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사랑

받기 시작했다[1]. 2018년 e-스포츠 게임인 <League

of Legends>는 아시안 게임즈(Asian games)의 시

범 항목으로 선정되었지만, 현재 게임 장르의 불안정

성에 대한 대책 방안 연구는 아직도 미비한 상황이

다. e-스포츠 진흥에 따라서 본 연구는 MOBA(Mul-

tiplayer online battle arena) 게임 장르에 대한 게임 

밸런스 검증과 더불어<League of Legends>에 Red

team과 Blue team 사이의 시야(Visual field) 밸런스

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고 최적화된 게임 카메라 밸런

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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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MOBA 게임은 AOS라고 불리우는 <Starcraft>

속의 유즈맵(Use map)을 기반으로 게임 유저들이 만

들어 낸 게임 레벨의 한 종류이다. 본 연구는 아시안 

게임즈 e-스포츠 항목 중에서 PC 플랫폼인 MOBA

게임 <League of Legends>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MOBA 게

임 유저의 밸런스에 대한 평가를 수집한 후, MOBA

게임 공식 홈페이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관련 이론정리 및 문헌 고찰을 

통해 MOBA 게임 카메라 뷰어의 종류와 변화, 그리

고 MOBA 게임의 밸런스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고,

유저의 SVB 기준을 정의하였다. 실증연구 단계에서

는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달라진 게임 시점에 대한 

분석과 게임 카메라로 인해 생기는 게임 밸런스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Fig. 1).

2. 이론적 고찰

2.1 MOBA 게임 밸런스 요소

앤드류 롤링스와 데이브 모리스(Andrew Rollings

& Dave Morris, 2004)는 게임 밸런스를 유저와 유저 

사이의 상호작용 요소, 유저와 게임 사이의 상호작용 

요소, 게임과 게임 사이의 상호작용 요소로 나누었다

[2]. 게임과 게임 사이의 상호작용 요소는 게임 수학

적 월드 기반으로 설명하는 게임 밸런스이기 때문에 

게임 개발 시 충분히 컴퓨터로 계산 가능한 밸런스 

요소이다[3]. MOBA 게임 밸런스에서 유저와 유저 

사이의 상호작용요소에서는 카메라 밸런스 요소와 

게임 레벨 밸런스 요소로 구성 되어있다. 유저와 게

임 사이의 상호작용 요소는 캐릭터 밸런스 요소와 

GUI 밸런스 요소가 있다[4]. 애시(Asch, 1952)의 연

구에서는 다수 집단이 개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을 밝혀냈다[5]. 현재 게임 밸런스의 연구

는 보편적으로 수학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학으로 

풀이해야 집단의 영향을 받은 개인의 의향을 판단할 

수 있다. 즉, 게임 유저의 구성과 게임 장르가 점차 

다양해지고 게임 승리를 위한 플레이 과정이 점점 

복잡해져 게임 밸런스는 단지 수학만을 통해 근본적

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자주 사용되

는 연구 방법 중 하나로 유저들이 게임을 플레이 한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게임 밸런스가 조절되고 있다.

2.2 MOBA 게임 유저 SVB 기준 정의

게임 속 유저는 전반적인 게임 월드를 기반으로 

게임 플레이를 완료한 후 유저 스스로 자아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의 자아 밸런스 검증 기준을 

SVB(Self-verification balance) 기준이라고 정의하

였다[6].

유저의 개인 속성과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의 다양

한 요인들이 융합되어 유저의 SVB 기준 값을 이룬

다. SVB 기준 값을 생각할 때, 먼저 게임 유저의 게임

에 대한 만족도를 생각함으로 만족감이 좋은 게임은 

당연히 게임 밸런스도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유저의 성향에 따라 고려하는 게임 밸런스 측면이 

다양해지면서 수학적 사고로 최종 유저의 SVB 값을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게임 밸런스를 개선하

기 위해 SVB 값을 이용하여 다수의 게임 유저 집단

을 통해 게임 유저들의 추세를 추정한 후, 게임에서 

수정되어야 하는 정도 값을 구하여 게임 밸런스 개선

에 합리적인 지표의 값을 제시하고자 한다(Fig. 2).

Fig. 1. Research process. Fig. 2. SVB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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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제시

2.1 연구문제 분석 과정

League of Graphs(<League of Legends> Game

date web site) 조사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2020

년 7월까지 Red team(상팀)과 Blue team(하팀)의 승

률은 항상 Blue team이 50%에서 높았고 Red team이 

50%에서 낮았다[7].

Fig. 3에서는 2019년 <League of Legends> e-스

포츠 LCS(League Championship Series) 경기에서 

Red team과 Blue team의 승률이 54.5%와 45.5%로 

Blue team이 게임 시작부터 Red team 보다 9%의 

승률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8].

이러한 현상은 게임 유저들에게 게임 시작부터 주

어진 플레이 조건에 대한 불합리성을 느끼게 한다.

Red team과 Blue team은 한 유저 당 한 캐릭터를 

운영하며 각자의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방어와 공

격을 통해 게임 맵에 있는 자원들을 점령하여 상대의 

포탑들을 무력화 시키면 승리하게 된다. <League of

Legends>의 이러한 플레이 과정 중 발생한 플레이 

조건의 불합리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League of Legends>에서 ARAM 모드의 밸런

스를 살펴보면, ARAM 모드는 일반 모드처럼 게임 

유저가 Red team과 Blue team으로 나누어지고 각 

팀별 5명으로 구성되어 게임이 시작된다.

ARAM 모드의 게임 레벨이 일반 모드와 다른 점

은 완벽한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다. 게임 레벨에서 

주어진 조건이 똑같고, 자신의 캐릭터는 랜덤으로 선

택된다, 캐릭터 또한 'ban'을 할 수 없다. ARAM 모

드는 완전한 미러링(Mirroring)된 게임 환경을 마련

하였다. 두 팀이 가진 유일한 차이점은 유저의 개인

적인 플레이 기술과 카메라 시점이다. Fig. 4의 승률 

차이를 보면 Blue team이 늘 50% 이상으로 나타나

므로, MOBA 게임의 카메라 각도는 승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MOBA 게임에 사용되고 있는 카메라 뷰

(Camera view)는 아이소메트릭 뷰(Isometric view)

로 표현되었고, 게임 맵은 대칭이었으며, 캐릭터 종

류와 캐릭터의 스킬은 다양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게

임 밸런스에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MOBA 게임을 보면 아이소메트릭 뷰로 제작했던 

2.5D의 게임에서 3D로 출시가 되고 있으며, 유저에

게 전략 게임을 체험하는데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맵 또한 비대칭으로 제작되고 있다.

또한 캐릭터까지 각 역할군으로 나뉘어져 다양한 스

킬 효과와 속성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게

임 요소들이 모여서 불안정하고 가변성 있는 게임을 

구성한다. 여기서 나타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는 게임 속 Red team, Blue team에 

속한 유저의 시야는 항상 같아야 하지만, 3D 모델링

Fig. 3. Blue vs. Red Team stats in the LCS 2019 via League of Graphs.

Fig. 4. Blue vs. Red Team stats in the ARAM Mode via 

League of 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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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버드아이 뷰

(Bird-eye view)로 인하여 랜덤으로 배정되는 Red

team과 Blue team에 따라 유저의 시야에 차이가 생

기게 된다.

2.2 시야 영역의 차이

Fig. 5는 Red team과 Blue team의 시야차이 영역

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캐릭터가 게임 화면 중심에 

있을 때 현재 MOBA 카메라인 버드아이 뷰 각도를 

보게 되면, 위쪽에서 아래쪽을 공격하는 유저는 스킬 

UI 화면 아래 부분의 체크된 영역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 Blue team 유저가(아래쪽에서 위쪽을 

공격함)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므로 이는 경쟁 구도

를 이루고 있는 게임의 공정성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2.3 마우스 위치와 스킬 Flash point의 차이

다음 Fig. 6을 보면 Red team 캐릭터가 Blue team

캐릭터를 공격하는 장면이다. 여기에서 Red team 유

저의 마우스는 Blue team 캐릭터의 다리 쪽을 선택

하지만 실제 스킬은 Red team 캐릭터의 중심축에서 

나오게 되므로 마우스로 가리킨 부분보다 더 위쪽으

로 스킬 효과를 보게 된다. 게임 화면의 우상변 쪽으

로 갈수록 투사된 스킬과 마우스 위치의 차이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좌하변 쪽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커진

다. 그리고 투사된 스킬과 마우스가 터치된 위치의 거

리차이는 스킬 방향에 따라 다르다. 게임화면에서 세

로 90°는 제일 차이가 없는 각도이고, 가로 90° 각도

에 가면 갈수록  차이는 점점 커진다. 특히 스킬 각도

에 따라 지정한 위치와 스킬 투사 위치의 차이 변화

는 게임 초반에 Red team과 Blue team이 Bottom

라인에서의 경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게임 초반

에 Blue team이 Red team보다 상대방의 포탑까지 

밀고 들어가 상대팀을 공격하고 상대팀의 포탑을 파

괴하는 과정에서 스킬 명중에 대한 난이도는 상대적

으로 낮다.

2.4 MOBA 게임 카메라 뷰어의 문제 제시

3D게임 개발이 가능하게 되면서 2.5D로 표현된 

Isometric view가 Bird-eye view로 바꾸게 되었다.

유저들은 시각적인 표현이 제한된 2.5D의 게임 그래

픽 보다 자연스러운 원근거리감과 화려한 표현력을 

가진 3D게임 그래픽을 더 선호하였다. 3D 기술이 발

전함에 따라 RPG, MMORPG, RTS등 다양한 게임 

장르가 3D게임으로 출시되기 시작하였고[9], MOBA

게임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2.5D에서 3D로 발전하였

다. 하지만 3D게임은 필수적으로 원근거리감의 표현 

때문에 게임 그래픽이 왜곡되어 보여진다. 다른 게임 

Fig. 5. Blue team & red team visual-field.

Fig. 6. Difference between mouse position and skill flash poin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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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MOBA

게임에서는 유저의 게임 체험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

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Bird-eye view를 사

용하고 있는 MOBA 유형의 3D게임은 적합한 카메

라 앵글과 포커스 설정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MOBA 게임에서의 카메라는 항상 고정된 위치

에 있으며 카메라의 높이만을 마우스의 중간 버튼으

로 Zoom in, Zoom out 할 수 있다. 그 외의 카메라 

앵글과 포커스는 유저의 개인 취향으로 설정할 수 

없다. Red team과 Blue team은 통일한 게임 카메라 

앵글 56°와 카메라 포커스 40mm로 경쟁하고 있다.

기존 Autodesk 3ds max에서의 기본 카메라 포커

스는 35mm이다. 그러나 <League of Legends>에서

는 더 선명한 원근거리감 표현을 위해 40mm의 포커

스를 사용하고, 카메라 앵글은 Bird-eye view의 45°

∼90°사이에서 비교적 기울어진 56°를 사용하였다

(Fig. 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MOBA 게임인 <Lea-

gue of Legends>의 카메라 앵글과 포커스의 불합리

한 요소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대상 MOBA 게임의 

카메라 뷰를 고찰한 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MOBA

게임 장르에 대한 밸런스 검증, 최적화된 게임 밸런

스 개선방안을 구축하는데 있어 실증적인 연구 가능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 방법

4.1 실증 연구방법

분석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달라진 게임 시점

에 대한 분석과 게임 카메라로 인해 생기는 게임 밸

런스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진행하였

고, 본 연구를 위한 설문 대상자로는 <League of

Legends> 게임을 플레이 하는 시각, 영상 전공인 대

학생과 일반 직장인으로 총 174명을 설문하였다. 이

에 수집된 174개의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한 자료들

을 제외한 124개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4.2 통계분석 방법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위한 자료 분석은 SAS 9.4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게임 유저 

랭킹 수준에 따라 전반적인 게임 SVB기준의 변화를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후 사후 

검증으로 Duncan을 실시한다. 124개 설문지 중 게임 

카메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유저를 가려내기 위해 

SQ문제(Standard selection questionnaire)를 설정

한다. 유효한 65개의 설문지의 SVB 값을 바탕으로 

유저가 수정하고자 하는 카메라 정도 값을 구한 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카메라 앵글, 포커스, 유저 랭킹 수준과의 다중회귀

식(Multiple regression equation)을 추정한다. 마지

막으로 다중회귀식으로 e-스포츠 게임에 적합한 

MOBA 게임 카메라 앵글과 포커스 설정 방안을 규

정하여 MOBA 게임 카메라에 대해 평가하고 본 연

구에서 실행한 e-스포츠 게임 밸런스의 연구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한다.

5. 실증연구

5.1 MOBA 게임 카메라 앵글 분석

<League of Legends>의 카메라 뷰 각도가 56°라

고 하면, Table 1에서는 <Dota2>, <Ascendant One>,

<Heroes of the Storm>, <Marvel End Time Arena>

는 56°인 <League of Legends>보다 Red team과 

Blue team의 시야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카메라의 앵글에 따른 유저의 시야의 표현 

정도이다. 고찰 기준은 Fig. 6과 같이 게임 화면의 

게임 정보가 최대한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비교적 

좋은 MOBA 게임 카메라 앵글이라고 예측한다.

기존 출시된 MOBA 게임들 중에서는 <League of

Legends>만이 카메라 움직임이 가능하였다. 카메라 

이동 후, 고찰한 결과 64°∼70°가 유저 게임을 플레이

하기에 가장 좋은 시야로 나타났다(Table 2).

기존 56°에 비하여 Red team과 Blue team의 정보 

Fig. 7. Camera F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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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과 시야차이가 적당해져 게임 속 공정성에 더 

가까워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게임의 시각적 표현

이 기존의 각도에서 표현된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

으므로 유저가 게임 플레이 시 느끼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 예측된다.

시각적인 표현에 대한 만족을 중요시하는 현재 게

임 시장에서 MOBA 게임의 버드아이 뷰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비록 전략 게임의 시점으로 보면 

위치와 각도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아이소메트릭 

뷰가 더 안정되고 공평하지만, 게임은 유저의 시각적 

욕구를 만족시키되 게임 플레이시 느끼는 유희 또한 

추구해야 한다.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게임

은 어느 한 부분만을 추구하면서 생기는 많은 부작용

들을 최소화하여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10].

5.2 설문지 설정

설문지 내용은 Table 3과 같이 구성하였다. SQ문

Table 1. MOBA game camera view

Ascendant
One

Battlerite
Marvel End
Time Arena

Heroes of
the Storm

Dota 2
League of
Legends

Table 2. Game camera angle

Camera angle Classic game camera angle 56°game camera angle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Fig. 6. Important game information factors on the game 

camera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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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게임 플레이 할 수 있는 연령 여부 확인, 게임 

경험 유무 확인, 게임 플레이 빈도에 대하여 조사하

여 연구 주제에 적합한 게임 유저를 채택하였다. 그

리고 설문 문제에는 유저 랭킹 수준을 5단계로

(Bronze 이하, Silver, Gold, Platinum, Diamond 이

상) 나누었다. Diamond 이상의 유저는 전체 유저의 

5%이하의 점유율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이상의 랭

킹 수준을 갖춘 유저를 모두 통합하여 “Diamond 이

상”으로 구분하였다. 2번 설문문제 선호하는 카메라 

앵글은 게임 카메라 앵글 분석에 대한 실증연구 부분

을 참고한 64°∼70°의 각도를 범위로 설정하여 설문

을 하였다.

게임 카메라 포커스는 기존 설정되어있는 40 mm

에서 10 mm로 4단계를 나누어 설문을 진행하였다.

선호 앵글과 선호 포커스 설문문제는 유저가 게임 

카메라 앵글과 포커스의 변화를 구분하기 쉽게 gif파

일로 제작한 게임 카메라 앵글과 포커스가 움직이는 

영상을 연속으로 보여주며 선택을 하도록 하였다

(Fig. 7).

5.3 게임 유저 랭킹 수준 별 SVB 비교 분석

유저의 랭킹 수준은 유저의 숙련도, 게임 전략의 

전술력, 팀원들 간의 협조 등 종합적인 소질을 레벨

로 나누는 유저의 등급이다. 유저의 종합적인 소질을 

바탕으로 조사된 SVB 기준은 유저의 랭킹 수준에 

영향이 미친다면 유저가 수정하고자하는 게임 카메

라 정도 값 또한 유저의 랭킹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유저 랭킹 별 SVB기준에 차이를 분

석하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면 다중회귀분석

에서 독립변인으로 추가해야 한다.

Table 3. Questionnaire form structure

Form Contents

SQ

1 Age (12+)

2 Have you played the <League of Legends> game? (yes or no)

3 How many hours are you playing <League of Legends> game a week? (Likert scale)

4
Didn't feel uncomfortable even if the character is not in the center of the game camera? (Likert
scale)

5
Did you feel that the visual-field presentation on the game screen appears rational anywhere?
(Likert scale)

6
Did you feel that the expression of distance on the game screen is useful for your game
experience? (Likert scale)

7
Did you feel that the red & blue team's game fields of view are almost the same experience?
(Likert scale)

8 Did you feel that the jungle structure of the two teams was completely symmetry? (Likert scale)

Inquiry

1 Game user ranking level (Below bronze∼above diamond)

2 Camera angle preference (64°∼70°)

3 Camera focus preference (10 mm∼40 mm)

4 How important is a game camera for game balance? (maximum score of 100)

5 How is the overall balance of the <League of Legends>game now? (maximum score of 100)

Fig. 7. Questionnaire No.2 & No.3 gif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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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저가 느끼는 SVB 기준과 유저의 랭킹 수

준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일원분산분

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를 보면 SVB 평균값이 Bronze 이하가 가

장 작았으며 Platinum이 가장 컸다. Bronze 이하와 

Silver, Gold 그리고 Diamond 이상 간에는 유의성이 

없었고 Platinum과는 유의성이 있었다(P<0.05). 또

한 Platinum과 Silver, Gold 그리고 Diamond 이상은 

유의성이 없었다. Platinum은 상위 10%좌우의 유저

로 구성되어, 일반 유저 중에서 비교적 높은 위치에 

속한 타깃층이다. Platinum의 유저들은 일반 유저들 

보다 게임 아이템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나고 게임 

플레이에 충분히 적응을 한 상태지만 게임 플레이에 

대한 디테일성은 Diamond 이상의 프로 유저들 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밸런스 검증 

값은 보편적으로 높은 편이다.

5.4 인구 통계학적 분석

현재 <League of Legends>의 게임 카메라 포커

스는 40 mm로 설정되어있다. 따라서 40 mm를 선택

한 유저의 게임 카메라 밸런스 평가는 높은 수치임으

로 포커스가 적을수록 현재 게임 카메라 밸런스의 

SVB 값이 낮아야한다. 124개 설문 중 유효한 설문 

65개를 채택(채택 율=52.4%)한 후 실증연구를 실시

하였다.

5.5 MOBA 게임 카메라 앵글과 포커스에 대한 기준

5.5.1 연구가설 설정

유저가 느끼기에 부족한 게임 카메라 값에 유저가 

선호하는 게임 카메라 앵글과 게임 카메라 포커스가 

어떻게 구성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유저가 느끼

는 게임 전반적인 밸런스 SVB와 상호 관계가 있는 

유저 랭킹 수준은 유저가 느낀 부족한 게임 카메라 

값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각 카메라 앵글에 따

라 포커스 값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Table 5과 같이 가설을 정리하였다.

독립변수는 게임 카메라 앵글(평균 66.154), 게임

카메라 포커스(평균 26.769), 유저 랭킹 수준(평균 

3.231) 종속변수는 전반적 게임 카메라 밸런스를 위

한 수정 값(평균 46.259)으로 설정하였다. 다음 연구

절차인 독립변수는 선호 앵글(비율척도), 선호 포커

스(비율척도), 유저 랭킹수준(등간척도)이고, 종속변

수는 유저가 느끼기에 부족한 게임 카메라 값(비율

척도)으로 설정하였다.

5.5.2 게임 카메라 수정 값에 대한 함수식

게임에서 유저가 느끼기에 부족한 게임 카메라 값

을 구하고자 SVB을 바탕으로 식(1)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 (1)

식(1)의 <a>는 설문지에 4번째 문항에 대한 유저

의 평가 결과로 게임 유저가 게임 밸런스에서 카메라 

비중의 양을 가리키고, <SVB>는 설문지에 5번째 문

항으로 유저가 느끼는 게임 전반적인 밸런스를 가리

킨다. <a>와 <SVB>를 곱한 값을 퍼센트로 변형하

면 유저가 느끼는 현재 게임 카메라 밸런스에 대한 

평가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다음 100%에서 현재 

게임 카메라 밸런스 퍼센트 값을 덜어내면 유저가 

Table 4. Comparison of SVB by user ranking level

Below bronze Silver Gold Platinum Above diamond Pr>F

N 37 10 27 22 28
.039

Mean±SE 57.1±3.6B 69.8±4.5AB 67.3±3.5AB 71.5±2.9A 67.6±3.9AB

Table 5. Research hypothesis setting

Hypothesis Contents

Hypothesis 1 The ranking level of the user will affect the camera modification that the user feels.

Hypothesis 2 The camera angle will affect the camera correction value felt by the user.

Hypothesis 3 Camera focus will affect the camera correction that users feel.

Hypothesis 4 The camera dongle and focus values will change depending on the user's ranking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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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기에 부족한 게임 카메라 값을 구하게 된다.

이어서 다중회귀 분석결과 Table 6과 같다.

분석결과 유저가 느끼기에 부족한 게임 카메라 값 

상수는 181.838이고(p<0.01), 유저의 랭킹 수준은 

-2.145(p<0.05)인 마이너스 값으로 유의하며, 유저가 

선호하는 게임 카메라 앵글 또한 -2.163(p<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유저가 선호하는 게임 카

메라 포커스는 0.54(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게임 카메라 앵글을 많이 수정하고 싶은 

유저일수록 y값은 점점 올라가는 동시에 선호하는 

게임 카메라 앵글 각도는 -2.163씩 줄어들고 게임 카

메라 포커스는 0.54씩 증가한다. 유저 랭킹 수준은 

-2.145로 y값이 올라가면 유저 랭킹 수준은 떨어지

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유저의 랭킹 수준이 높을수

록 게임 카메라를 수정하고자 하는 제한이 점점 줄어

든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게임 유저는 초보로 시작하

여 프로까지 레벨 업을 했기 때문에 이미 플레이한 

게임의 카메라에 대한 고정 관념이 세워졌기에 수정

하고 싶은 욕구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중회귀 식은 식(2)와 같다.

  

(2)

식(2)는 전체 데이터의 48.4%(R제곱 = 0.484)를 설

명할 수 있다. F값은 19.080 유의확률은 p<0.01이므

로 이 회귀 식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회귀계수표를 살펴보면, 모든 요인은 유의한 영향

을 미치며 표준화계수 β값을 통한 각 요인별 중요도

는 선호하는 포커스(β=0.412)가 부족한 게임 카메라 

값이 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게임 카메

라 앵글(β=-.331)은 음(-)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었다. 유저의 개인 랭킹 수준(β=-.197)도 음(-)적

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5.5.3 카메라 앵글에 따른 포커스 값 추정

먼저 현재 밝혀진 랭킹 수준이 Diamond 이상의 

유저 평균 y 값을 식(2)에 적용하고, xrank인 유저 랭

킹 수준은 연구목적에 맞게 게임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프로 유저(다이아몬드 이상=5)를 상대로 함수

식에 적용하였다. 그다음 xangle 값은 실증연구에서 제

시한 카메라 앵글 범위로 64°, 66°, 68°, 70°의 각도로 

적용하였다. 최종 카메라 포커스 xfocus 값을 함수식으

로 계산한 결과를 Table 7과 같이 분석해 보았다.

MOBA 게임 장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3가지 범위로 제시하고자 한다.

주 액션을 목적으로 제작된 MOBA 게임은 타격감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Variables Parameter Estimate Beta Sig (p-value) R² Pr>F

Intercept 181.838 .001

.484 <.0001
User ranking -2.145 -.197 .037

Camera angle -2.163 -.331 .005

Camera focus .540 .412 .001

Table 7. Three types of game camera settings

Classification Main action game scope Action & strategy game scope Main strategy game scope

Game
graphic

Camera angle 64° - 66° 66° - 68° 68° - 70°

Camera focus 11.23889 - 19.25 19.25 - 27.26111 27.26111 - 35.2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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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VFX(Visual effects)가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하

고 캐릭터의 움직임도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에게 

잘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게임 카메라 앵글은 64°∼

66°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카메라 포커스 값은 11.2 mm∼19.3 mm 범위로 상대

적으로 적어야 한다.

액션과 전략이 반반으로 게임 비중을 차지할 경우 

66∼68°, 19.3 mm∼27.3 mm로 카메라 앵글과 포커

스를 설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주 전략을 목적으로 제작된 MOBA 게임은 유저가 

게임 플레이 시 팀원과 상대 팀원의 캐릭터 위치, 그

리고 전체적인 게임 동향을 쉽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게임 시야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카메라 앵

글은 최대한 90° 가까이 설정되어야 하고, 카메라 포

커스는 너무 위에서 바라보아도 과하지 않는 27.3

mm∼35.3 mm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 결론 및 향후연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MOBA 게임의 카메라 뷰

를 고찰한 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시된 2가지 연

구문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MOBA 게임 카메라 

뷰와 게임 밸런스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고,

게임 유저 SVB 기준을 본 연구자가 직접 정의하였

다. 현재 게임들은 다양한 아이템과 플레이 방식이 

융합되어 있는 장르가 기본 특징이다. 그리고 유저 

또한 다양한 특성들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게임 밸

런스는 그에 상관된 유저의 타깃을 중심으로 맞추어 

밸런스 검증을 해야 하며, 게임 연구에 있어 유저의 

체험 평가와 게임 밸런스의 브릿지(Bridge)인 유저 

SVB 기준이 필요하다. 즉, SVB 값은 MOBA 게임 

장르에 대한 게임 카메라 밸런스 검증, 최적화된 게

임 밸런스 개선방안을 구축하는데 있어 실증적인 연

구 자료로 사용가능하다.

본 연구결과, <League of Legends> 게임에서 최

적화된 카메라 앵글은 64°∼70° 사이이다. 게임 카메

라 앵글에 따른 최적화된 게임 카메라 포커스를 분석

한 결과 3가지 범위로 나누어 방안을 분류하였다. 주 

액션 게임의 경우 유저는 주로 타격감, 화려한 스킬

과 자연스러운 화면을 추구함으로 카메라 앵글 64°

∼66°, 카메라 포커스 11.2 mm∼19.3 mm로 제작하

는 것이 합리적이다. 액션과 전략 게임의 경우 두 가

지 설정 값이 모두 적당해야하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 

66°∼68°, 카메라 포커스 19.3 mm∼27.3 mm로 제작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 전략 게임의 경우 유저는 

게임 화면에 정보를 최대한 담을 수 있어야 하며, 게

임 레벨 표현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해야함으로 카메

라 앵글 68°∼70°, 카메라 포커스 27.3 mm∼35.3 mm

로 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 카메라의 통일성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League of Leg-

ends> 게임 유저의 성향은 배제하였다, 향후연구에

서는 다양한 유저의 성향까지 포함하여 게임 밸런스 

개선을 위한 캐릭터 개발 및 다자인 방안을 구축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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