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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어 경험연구는 게임콘텐츠에 한 이어의 행동과 심리  반응을 포함하며, 포

인 게임경험보다는 특정 게임요소에 한 이어의 미 경험에 집 하고 있다. 본 논문은 게

임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이어의 미 경험 데이터를 코드로 제시하고 어드벤처 게임을 

상으로 이어 경험수 별 미 경험 데이터를 분석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게임분

석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창작자가 게임디자인 단계에서 용할 수 있는 실질 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Player experience study includes the behavior and psychological responses of player to 

game content. And, it focuses on the player's aesthetic experience for specific game 

elements rather than comprehensive game experiences. This paper presents the player's 

aesthetic experience data derived from the gameplay process as a code, and analyzes the 

aesthetic experience data by player experience level for adventure games. These 

researching results might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game analysis research, 

and provide practical data which creator could apply at the design stage of game.

Keywords : Player’s Aesthetics Code( 이어 미 경험 코드), Adventure Game(어드벤처 

게임), Play-Event( 이이벤트), Eye-Tracking(시선추 ), Play Action( 이행동), Facial 

Emotion Expression(얼굴감정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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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게임은 PC, 콘솔, 모바일에서부터 최근 VR, 

MR, AR까지 랫폼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장르  

혼종성과 더불어 새로운 이어 유형이 출 하고 

있다[1,2]. 이러한 향으로 이어 유형은 바틀

(1996)이 제시한 4가지 유형에서 변종되거나 확장

되고 있다. 게임에 한 숙련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최단 루트를 찾아 타임어택을 즐기

는 스피드러 , 체 게임콘텐츠  하나의 콘텐츠

에만 고들어 한 가지 분야의 장인과 같은 형태

를 이루는 장인 이어 유형도 발견된다. 한 

게임의 목표달성  진행과는 상 없이 타 이

어와의 사회  활동(Social Activity)에 집 하거

나, 반 로 타 이어와의 교류 없이 혼자 게임

을 즐기는 유형도 나타난다. 이처럼 이어가 추

구하는 경험은 게임콘텐츠가 다변화됨에 따라 진화

하고 있다. 

기존 게임분석(Game Analytics)연구는 이

어의 게임행동에 한 정량  로그 데이터(Log 

Data)와 리뷰 기반의 정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 집 되어 왔다[3,4]. 자는 이어 게임행

동에 해 악하기 용이하나, 정보의 종류가 한정

이다. 후자는 게임행동이 종료된 이후 이어

의 기억에 의존된 수집 데이터로써 왜곡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이러한 데이터는 게임서비스 단계

에서 활용 가능하나, 특정 게임요소와의 상호작용

을 악하여 게임디자인 단계에서 활용하기는 힘들

다. 따라서 게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어의 경험데이터를 직  측정하여 정성  데이터 

의 왜곡 가능성을 이고, 정량  데이터의 일 성

을 유지하되 정보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임분석 연구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어 경험(Player Experience)연구는 게임

콘텐츠에 한 이어의 행동과 심리  반응을 

포함하며, 포 인 게임경험보다는 특정 게임요소

에 한 이어의 미 경험에 집 한다[5,6]. 이

러한 연구들은 이어 경험을 분석하기 해 방

법  로토콜을 고민하던 이 의 시도들을 벗어나 

이어의 경험수 에 따라 개인별 행동  측면을 

고려하여 이어 의 경험을 분석하려는 시도

들이다. 주로 사회 심리  경험을 측정하는데 

을 두고 있어 이어의 주 인 경험을 분석하

기에 합하다. 따라서 게임 이 과정에서 발생

하는 이어의 미 경험을 분석하기 한 방법과 

범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 이 과정에서 이어의 

경험수 별 미 경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코드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이어의 미 경험을 분석

하는 범주로 삼고자 한다. 이를 해 1)어드벤처 

게임의 미 경험 데이터에 해 살펴보고 미 경험 

데이터 유형을 도출한다. 2)도출된 데이터 유형을 

기반으로 실증  실험을 진행하여 이어의 미

경험 데이터를 측정하고 코드형태로 제시한다. 3)

제시된 코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어의 미 경험을 논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어 경험연구에서 미 경험 데이터 수집  분

석방법으로 활용가능하며, 기존의 정량 , 정성  

게임분석 연구가 가진 한계 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안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이어의 미 경험 데이터

2.1 어드벤처 게임의 이이벤트

어드벤처 게임은 주어진 스토리에 따라 이

어가 겪는 다양한 모험을 직 인 이로 구

한 형식의 게임 장르이다[7]. 이어는 게임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와 퀘스트를 수행함으로써 창작자

가 의도한 경험을 게임 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한다[8]. 게임콘텐츠의 특정 이벤트와 련된 

경험을 이이벤트(Play-Event)라고 하며, 표

인 이이벤트는 다음 [Table 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9,10].

어드벤처 게임의 이이벤트는 이어가 게

임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이며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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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발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이벤트는 게임 이 과정에서 이어에게 

미 경험을 제공하는 디자인 방법으로 활용되며, 

어드벤처 게임의 스토리 구성에 따라 포함여부가 

결정되며 강조되거나 복되기도 한다. 6가지 

이이벤트는 각각의 고유한 이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어의 행동과 심리  반응 데이터를 

수집하기 한 단 로써 한 역할을 한다[8]. 

Play-Event Description

Customize

Actions that do not directly affect 

gameplay, but modify avatars for 

player enjoyment or motivation.

Collect

Acquire professional behavior or 

store or collect game elements in 

the available object units.

Combat

Attack and defense through the 

actions of the player-controlled 

character.

Puzzle

Finding things to solve problems or 

open doors for the game's story 

progression.

Explore

Finding the key of an object or 

puzzle in the development of a 

story, or searching for hidden 

passages through player actions or 

movements.

Dialogue

Selecting the direction of text-based 

dialogue or storytelling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acquiring 

information and interacting with 

NPCs.

[Table 1] Play-Event in Adventure Games[8]

2.2 이어의 미 경험 데이터 측정

이어의 미 경험(Aesthetic Experience)은  

시·청각  자극을 통해 인간의 주의와 집 이 발생

하는 과정에서의 심미 인 감정경험을 말한다[11]. 

미 경험은 주의-인지-감정의 단계에서 발 되며, 

게임 이 과정에서는 이어와 게임의 시각  

환경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12]. 

게임 이 과정에서 이어는 게임 벨을 

이하면서 창작자가 의도한 내용을 악하며 정보

를 얻는다. 창작자는 주로 게임의 시각  환경요소

인 공간구조와 오 젝트를 통해 게임 이를 유도

한다. 따라서 이어는 시각  환경요소와의 다

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입체 인 감정  경험과 게

임 이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창작자는 

이어의 행동과 게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다이나믹스(Dynamics)를 게임스토리에 따라 디자

인하고 게임의 규칙이 되는 메카닉스(Mechanics)

를 설정한다. 이것을 기반으로 에스테틱스

(Aesthetics)를 게임의 시각  환경요소인 공간구

조와 오 젝트를 통해 각각의 의미를 부여한다[13]. 

즉, 창작자의 에서 시각  환경요소는 표 의 

상이면서 자신의 의도를 투 한 물체를 의미하

며, 이어 에서는 상을 통해 발 되는 미

경험으로 인식될 수 있다.

게임 이 과정에서 이어가 얻는 미 경험

에 해 살펴보면, 이어는 일차 으로 시각  

반응을 통해 시각  요소에 한 지각과정

(Perceptional Processing)이 발생한다. 지각과정에

서 얻은 정보는 이어의 인지  사고(Cognitive 

Thinking)로 연결되고 그 결과로써 게임내의 행동

으로 입력된다. 지각과정은 게임 이 과정에서 

이어의 시선을 추 하여 게임화면에서 지각하

는 상(오 젝트)을 확인함으로써 구분할 수 있으

며, 인지  사고는 게임내의 행동을 상으로 녹화

하여 휴리스틱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이어에

게 유발된 감정은 게임 이 과정에서의 얼굴표정

을 캡처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사 연구를 통해 게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3 가지(시선추 , 이행동, 얼굴표정)를 측정함

으로써 이어의 미 경험을 데이터화 시키는 방

법을 제시하 다[14]. 1)시선추  데이터는 별도의 

기기(Tobii X2- 30 Eye-Tracker)를 이용하여 

Remote 방식의 시선추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이어가 게임화면에서 상(오 젝트)을 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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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험 과정의 지각 데이터(Perceptional Data)

를 측정한다. 2) 이행동 데이터는 게임 이 

과정을 상으로 장하여 휴리스틱 분석방법을 활

용하여 이어의 행동을 추 함으로써 미 경험 

과정의 인지  데이터(Cognitive Data)를 측정한

다. 3)얼굴표정 데이터는 AI-딥러닝을 기반으로 학

습된 감정 데이터셋을 이어의 표정과 비교하여 

실시간으로 추 할 수 있는 로그램을 제작하여 

감정 데이터(Emotional Data)를 측정한다. 이러한 

데이터 측정방법을 통해 이어가 게임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이 시 에서 미 경험을 확인함

으로써 이어별 데이터 발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3. 실  험

3.1 실험설계  상

이어의 미 경험 데이터를 측정하기 해 

실험환경은 다음과 같다. 게임 이 과정에서 미

경험 데이터 3 가지(시선추 , 이행동, 얼굴

표정)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모니터 하단부에 

시선추 (Eye Tracker) 기기를 설치하고 이어

의 얼굴표정이 캡처될 수 있도록 웹캠을 설치한다.

실험 상 게임을 선정하기 해 사 연구를 진

행하 다. 게임정보 사이트인 GameSpot에서 문

가 평가 수와 사용자 평가 수가 8  이상인 고

득  게임을 선택하고 직  이하여 공통 

이이벤트 에서 3가지 이상이 포함된 게임 10종

리스트를 마련하 다. 이후 10종의 게임 에서 튜

토리얼이나 퀘스트의 형태로 이이벤트를 필수

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게임을 선택하여  

이어의 반응을 찰하기 용이한 게임 벨을 분

석 범 로 한정하 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실험 상 게임은 사 연구

를 통해 선정된 게임  하나인 <Sekiro>의 워

포인트(Warp Point)이며, ‘Customize’ 이이벤

트를 이할 수 있는 벨로써 ‘Senpou Temple, 

Mt. Kongo - Bell Demon Temple' 선택하 다. 

’Customize’ 이이벤트는 게임 이 과정에서 

필수 으로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 다른 이이벤

트에 비해 비교  단순하여 이어의 반응을 확

인하기 용이하다. 선택한 게임 벨은 실험 상 게

임<Sekiro>에서 이어가 필수 으로 수행해야 

할 퀘스트로써 조작하는 캐릭터의 외형이나 사용하

는 스킬을 기호에 맞게 선택하여 커스터마이징 하

기 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1]은 선택한 게임 벨에서 이어와 상

호작용하는 4가지 속성의 오 젝트들이 배치된 상

태를 보여주고 있다. ①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오

젝트이며, ②는 스토리에 한 이해는 제공하지만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오 젝트이다. ③은 주변 배

경과 어울리게 배치된 구조물형 오 젝트이며, ④

는 물리  특성을 공유하는 오 젝트이다. 오 젝

트들의 속성 분류는 문가 2인을 통해 교차비교 

하 다(Kappa = 0.925).

[Fig. 1] Tagging of Object Attributes in Target 

Game Level 

3.2 실험방법

실험은 2 단계로 진행된다. 사  테스트를 통해 

이어의 경험수 을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하고 

본 테스트를 진행한다. 사  테스트는 어드벤처 게

임을 가장 많이 이하는 20  남성을 상으로 

모든 참여자가 처음 이하는 게임 1종(A 

Plague Tale: Innocence의 ‘Walkthrough Part 1’)

을 선택하여 진행한다.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동(이동, 상호작용, 투척, , 재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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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회수를 확인함으로써 경험수 을 보자, 

자, 숙련자로 그룹핑한다. 사  테스트는 공개모

집을 통해 총 22명이 참여했으며, 총 9명(그룹별 3

명)이 선정되었다. 

본 테스트는 참여자의 개별 일정에 맞추어 1:1

로 진행하여 참여자들 사이의 정보교환을 차단한

다. 참여자들의 해당 게임 벨 이타임은 약 20

분 정도 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별 시선추 , 

이행동, 얼굴표정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한다.

수집된 3종의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

생하는 순서 로 데이터를 정리한 후 각 데이터를 

비교 가능한 단 로 구분한다. 시선추  데이터는 

게임 이 과정에서 이어가 시각 으로 인지

하는 오 젝트를 심으로 데이터를 구분하며, 

이행동 데이터는 이어가 조작 가능한 이

행동을 기 으로 실제 이어가 취하는 행동을 

심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얼굴표정 데이터는 시

선추  데이터로 특정 오 젝트를 인지하 을 때 

얼굴표정의 감정비율을 확인하여 감정비율의 조합

을 기반으로 구분한다.

3.3 실험결과

수집된 데이터는 시선추  총 275개, 이행동 

총 224개, 얼굴표정 데이터 총 231개이다. 그  

유의미한 데이터는 시선추  209개, 이행동  

184개, 얼굴표정 데이터 181개로 확인되었다. [Fig. 

2]는 이어의 시선추  데이터와 얼굴표정 데이

터를 추출하는 장면이다.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

로 정리하여 코드화를 실시하 다. 

(1) Extracted Eye-Tracking Data

(2) Extracted Facial Expression Data

[Fig. 2] Extracted data in Target Game Level 

1)시선추  데이터 코드

이어는 게임 이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시

각 인 정보를 습득한다. 게임 벨에 배치된 시각

 환경요소(공간구조, 오 젝트)를 통해 정보를 

얻고 단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이때 공

간구조는 게임의 스토리에 따라 배경을 표 하기 

한 형태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표 된다. 따라

서 창작자는 오 젝트를 통해 게임 벨에서 의도하

고자 하는 내용과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이어의 미 경험 과정에서 지각 단계는 이어가 

바라보는 오 젝트를 기 으로 구분할 수 있다.

[Table 2]는 수집된 시선추  데이터를 코드로 

분류한 것이다. 시선추  코드는 하나의 상만을 

바라 을 알 수 있다. 코드Not는 게임내의 오 젝

트나 이어가 조작하는 캐릭터 등의 모든 게임

요소에 해 특정한 상을 인지하지 않는 상태이

다. 코드CHA는 이어가 조작하는 캐릭터를 인

지하는 상태이며, 코드SM은 스토리에 한 이해를 

돕지만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오 젝트를 인지하는 

상태이다. 그리고 코드SD는 게임 이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오 젝트를 인지하는 상태이며, 

코드PF는 주변의 다른 오 젝트들과 특성을 공유

하여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되는 오 젝트를 인지하

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코드SR은 게임공간을 구

성하기 해 필요한 형 구조물 오 젝트를 인지

하는 상태이다. 이처럼 시선추  코드는 인지하는 

상의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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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Description

Not
Does not recognize specific objects 

such as objects or characters

CHA
Recognize the character being 

manipulated by the player

SM

Recognize objects related to 

declarative knowledge to understand 

the explicit meaning of the story or 

subject object

SD
Recognize interactive objects to 

understand stories

PF
Recognize objects that share 

physical properties

SR
Recognize bulky structural objects 

to compose space

[Table 2] Eye-Tracking Data Code

2) 이행동 데이터 코드

이어는 자신의 경험에 따라 게임 이 과

정에서 1개의 행동 는 동시에 2개 이상의 행동

을 복합 으로 하기도 한다. 이행동은 창작자

가 설계한 범  내에서 가능하며 이어의 경험

수 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이행동은 다르다.

[Table 3]은 수집된 이행동 데이터를 코드

로 분류한 것이다. 이행동 코드는 하나의 행동

만 하는 코드와 2개 이상의 복합 인 행동을 하는 

코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단일행동은 5가지 코

드를 포함한다. 코드Id는 아무런 행동 없이 제자리

에 멈춰있는 상태이며, 코드Mv는 조작을 통해 캐

릭터의 치를 이동시키는 행동이다. 코드Int는 게

임 진행을 해 필수 으로 취해야 하는 행동이며, 

코드ChV는 이어가 바라보는 시 (View)을 변

경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코드SpA는 코드Int 이외

에 조작되는 부가 인 행동이다. 복합행동은 2가지 

코드를 포함한다. 복합행동은 단일행동의 조합이며, 

주로 이어가 조작하는 캐릭터의 이동행동(Mv)

과 타 행동을 동시에 취한다. 코드Mv_ChV는 이

동과 동시에 이어가 바라보는 시 을 변경하는 

행동이며, 코드Mv_SpA는 이동과 동시에 부가 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Type Code Description

Single 

Action

Id
Stuck in place without 

any action

Mv

Manipulate the 

character to move its 

position

Int
Essential actions to 

play the game

ChV
Changes the 

perspective of the player

SpA
Additional behavior 

other than Int

Multi

Acton

Mv_ChV
Changes the viewpoint 

of the player as it moves

Mv_SpA Take SpA with move

[Table 3] Play Action Data Code

3)얼굴표정 데이터 코드 

이어의 얼굴표정은 게임 이과정에서 다

양하게 변화한다. 그러므로 이어가 특정한 

상(오 젝트)을 바라본 순간의 얼굴표정을 확인함

으로써 감정을 추정하고자 한다. 표 인 자동화

된 감정표  수화 로그램인 CERT(Computer 

Expression Recognition Toolbox)는 사용자의 얼

굴표정에서 립(Neutral)  6가지 감정(Anger, 

Disgust, Fear, Happy, Sad, Surprise)이 표 되

는 상  비율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15]. 얼굴

표정 기반 심리측정 연구는 자동화된 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각 감정코드들의 비율을 하나의 목표 

감정으로 평가하기 해 다양한 심리측정 수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16]. 

본 실험에서 사용한 딥러닝 기반 얼굴인식 로

그램은 이러한 얼굴표정기반 감정이론과 코딩방법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Table 4]는 수집된 얼굴

표정 데이터를 해당 코드와 4가지 유형으로 분류

한 것이다. 특정 시 에서 추출되는 이어의 감

정데이터는 최  7가지의 감정코드와 각 감정의 

강도값을 포함한다. 그 비율의 합은 1.0 이며 n개

의 감정의 합이 0.9 이상이 될 경우 남아있는 나머

지 감정은 0.01 미만으로 유의미한 향을 주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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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보기 힘들다. 이러한 기 (n개 감정코드 비

율의 합≧0.9)으로 추출된 이어의 감정데이터

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A유형은 7가지 감정 에서 립 감정이 0.9 이

상을 차지하며, 감정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다. B유형은 비율이 높은 순서 로 2가지 감정

의 강도값을 더했을 때, 합이 0.9 이상이며 3개의 

감정코드가 포함되었다. C유형은 비율이 높은 순서

로 3가지 감정의 강도값을 더했을 때, 합이 0.9 

이상이며 8개의 감정코드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

로 D유형은 비율이 높은 순서 로 4가지 이상의 

감정의 강도값을 더했을 때, 합이 0.9 이상이며 13

개의 감정코드가 포함되었다.  

Type Code

A N

B N_S, N_A, H_N

C
N_S_A, N_A_S, N_S_Sc, N_A_Sc, 

S_N_A, N_H_S, N_H_Sc, H_N_S

D

N_S_A_D, N_A_S_D, N_A_S_Sc, 

N_S_A_Sc, A_N_S_D, H_D_Sc_S, 

N_Sc_A_S, N_S_Su_A, N_A_Sc_S, 

N_Su_A_Sc, N_H_S_Sc, N_H_S_A, 

N_A_S_D_Su

[Table 4] Facial Emotion Expression Data Code

4. 이어 미 경험 반응코드 비교

3장 실험에서 이어의 미 경험 데이터는 측

정방법을 기 으로 코드화 되었다. 제시된 코드를 

기 으로 참여자의 경험수 별 추출된 미 경험 데

이터간 비교를 통해 시사 을 도출하 다. 

4.1 시선추  데이터

[Table 5]는 이어의 경험수 에 따라 시선

추  코드를 기 으로 시선추  데이터가 발생한 

회수를 나타낸다. 

Novice
Middle 

Player
Expert

Not 2 10 16

CHA 31 30 8

SM 3 2 2

SD 18 43 20

PF 8 10 6

SR 0 0 0

[Table 5] Occurrence Number of Eye-Tacking 

Data by Player’s Experience Level

• 그룹별로 주요 인지 상에 차이를 보인다. 

보자는 CHA와 SD를 주로 시선 인지하며, 

자는 보자와 같은 상을 주로 인지하지만 SD의 

비율이 더 높다. 그리고 숙련자는 SD를 주로 인지

하며 아무것도 인지하지 않는 상태 한 높게 나

타났다. 이것은 정보습득의 수 의 차이로 인해 발

생하는 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자는 게임에 

한 체 인 이해를 해 정보를 습득할 때, 

이 화면의 심에 시선을 집 한다. 따라서 화면 

앙에 치한 CHA의 시각 인지율이 높다. 

자는 보자에 비해 게임에 한 경험을 일정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작을 입력했을 때 발생하는 

CHA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측할 수 있기 때문

에 CHA의 인지율과 더불어 게임 벨 내부의 상호

작용 결과에 심을 가지게 되어 SD의 인지율도 

높다. 마지막으로 숙련자는 상과의 상호작용 결

과에 집 도가 높기 때문에 CHA보다는 오히려 

Not 는 SD의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시선추  데이터 코드의 총 발생 회수는 

자, 보자, 숙련자 순으로 나타났다. 보자가 

상보다 상을 인지하는 횟수가 은 것은 게임

이 과정에서 어떤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단하는 시간이 비교  길기 때문에 정보습득 시

간이 길어져 많은 시각  정보를 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가 다른 그룹에 비해 인지 

횟수가 많은 것은 상 으로 게임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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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습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단하는 과정이 비

교  짧아 시각  정보를 많이 습득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숙련자는 빠른 게임 이 진행으로 인해 

시각  인지를 한 최소시간(0.3 ) 이내에서 정

보를 악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은 것으로 측된다. 많은 시각  정보를 악하

지만 시선추  기기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시간 

보다 짧게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선추  데이

터 발생횟수가 은 것으로 악된다. 

4.2 이행동 데이터

[Table 6]은 이어의 경험수 에 따라 

이 행동 코드를 기 으로 이행동 데이터가 발

생한 회수를 나타낸다. 

Novice
Middle 

Player
Expert

Id 3 7 0

Mv 10 15 11

Int 7 22 7

ChV 14 22 19

SpA 10 15 1

Mv_ChV 14 6 8

Mv_SpA 4 8 6

[Table 6] Occurrence Number of Play Action 

Data by Player’s Experience Level

• 조작을 통한 캐릭터의 동작이나 행동(Int, 

SpA, Mv_SpA)이 발생하는 횟수가 자, 보

자, 숙련자 순서로 나타났다. 보자는 캐릭터를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동작  움직임들에 

한 경험을 쌓기 한 방향으로 행동하며, 자

는 캐릭터 조작을 통해 게임 벨에 많은 향을 

주기 한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 그리고 숙련자는 

자신의 조작이 게임 벨에 미치는 향을 상하고 

필수 으로 해야 하는 최소한의 행동을 취한다.  

이행동 발생의 빈도수는 게임 이를 한 그

룹별 략의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 캐릭터를 조작하여 치를 움직이거나(Mv, 

Mv_SpA) 시 을 변경(ChV, Mv_ChV)하여 

이어가 바라보는 시야를 조정하는 횟수가 숙련자, 

보자, 자 순서로 나타난다. 시야를 변경함으

로써 시각  정보를 다양하게 습득하기 한 노력

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시야 변경의 발생횟수

는 자가 가장 많지만 숙련자가 높은 비율( 체 

데이터의 84%)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숙련자가 

불필요한 행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야를 변경하는 

비율이 체 행동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자는 시야 변경의 횟수는 많지만 상호작

용과 부가  행동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4.3 얼굴표정 데이터

[Table 7]은 이어의 경험수 에 따라 얼굴

표정 코드를 기 으로 얼굴표정 데이터가 발생한 

회수를 나타낸다. 

Novice
Middle 

Player
Expert

A Type 2 33 13

B Type 3 17 15

C Type 44 22 11

D Type 8 6 7

[Table 7] Occurrence Number of Facial 

Expression Data by Player’s Experience Level

• 보자는 C Type, 자는 A Type, 숙련

자는 B Type의 발생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정 상(오 젝트)을 바라보았을 때 보

자-숙련자- 자의 순서 로 더욱 다양하고 복합

인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험수 의 순서 로( 보자- 자-숙련자) 복합

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은 게임 이 과정에

서 그룹별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JKGS ❙11

― Differences of Aesthetic Experience Response Code by Player’s Experience Level in Adventure Game ―

할 수 있다. 보자는 다양한 시각  정보 습득과 

행동을 통해 최 한 많은 경험을 하고자 하며, 

자는 자신의 경험에 빗 어 게임 벨의 목표를 

해결하기 한 행동을 요시하기 때문에 감정  

경험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그리고 숙련자는 새로

운 경험을 해 자신이 경험해 본 것과 비슷한 

상에 해서는 감정 으로 배제하기 때문이다.

게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어의 미

경험 데이터는 그룹별로 뚜렷한 특징들을 보인다. 

보자의 미 경험 데이터는 최 한 게임공간상의 

오 젝트와의 상호작용 경험에 집 함으로써 반

인 게임 이를 이해에 목 을 둔 이를 하

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의 미 경험 데이터는 

코드별로 보자  숙련자에 비해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만의 다양한 이 방법을 

용해 보면서 게임 벨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숙련자는 이 의 게임경험과는 

다른 새로운 이경험을 하고자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5. 결  론

본 논문은 게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어의 미 경험 데이터를 코드로 제시함으로써 

이어의 미 경험을 분석하는 범주로 삼고자 하

다. 이를 해 어드벤처 게임의 특정 벨에서 

이어가 상호작용하는 오 젝트를 유형별로 태깅하

여 코드별로 미 경험 데이터를 추출하 다. 추출

된 데이터는 이어의 경험수 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 으며 다양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게 하

다. 이러한 결과는 어드벤처 게임의 이이벤트 

설계를 한 게임공간 구조와 오 젝트 배치에 

한 이어의 경험수 에 따른 시사 을 제공한

다. 보자를 한 고려사항은 배경이 되는 큰 구

조물 보다는 작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의 오

젝트를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캐릭터의 움직임에 

집 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 자를 한 

고려사항은 최 한 많은 이행동이 발생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 가능한 오 젝트를 배치하여 행동 

심 인 게임 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숙련자

를 한 고려사항은 자와 마찬가지로 상호작용 

가능한 오 젝트를 많이 배치하되 시각 으로 복잡

한 형태의 게임 벨을 설계하여 시선정보 습득의 

난이도 상승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게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어의 미 경험 데이터의 구체 인 코드를 제

시함으로써 이어 경험을 구체 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 을 마련하 다. 이러한 근방법은 기존

의 게임분석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정량  데이터의 

단순성  정성  데이터의 왜곡 가능성을 배제시

킬 수 있으며, 이어 에서 게임 이 과정

에 한 즉시  이어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창작자의 게임디자인 단계에 실질 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 연

구를 통해 선정된 어드벤처 게임 6종에 한 

이어 테스트를 수행하여 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기존 코드의 재검증  게임요소

와 이어 반응간의 인과 계를 시각화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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