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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게임의 재미요소와 가장 밀접한 부분이며, 대부분의 게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

한 AI패턴은 게임플레이에 지속성을 저하시키며 게임의 재미요소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해, 2D 횡 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아트록스”를 개발하여 게임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AI패턴을 연구하였다.

키워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몰입도(immersion), 횡 스크롤(side-scrolling)

I. 서 론

게임의 장르는 RPG, 시뮬레이션게임, 액션게임 등 종류가 다양

하며, 그에 따른 NPC의 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구현 방법

도 다양하다. 
일반적인 장르와 다르게 횡 스크롤 액션 게임은 몬스터와 플레

이어 캐릭터(게임을 조작하는 유저의 캐릭터)가 다소 좁고 한정된 

공간에서 전투를 진행하기 때문에 행동패턴은 더욱 단순화 된다. 
행동패턴의 단순화는 비교적 쉬운 공략을 요구하기에 일부 횡 스

크롤게임은 몇 차례 시연하는 것으로도 모든 공략이 가능하다.
이러한 AI 패턴의 단조로움을 해소하고, 게임의 지속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몬스터가 플레이어를 인식하여 따라오며 공격하

는 것 이외에 몬스터 간의 위치를 공유하여 집단행동을 하고 플레

이어의 조작에 따라 반응하는 AI가 필요하다.[1]
본 논문에서는 Dungeons & Dragons 방식의 횡 스크롤 액션

게임 개발을 통해 AI패턴에 대한 구현방법을 연구 하였다.

Ⅱ. 본론

본 논문에서는 횡 스크롤 액션게임의 AI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아트록스” 게임을 개발하였다.

1. 게임 컨셉

“아트록스”는 CAPCOM의 Dungeons & Dragons[2]을 모티

브로 제작한  횡 스크롤 액션게임이다.
게임은 3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1스테이지의 배경 컨셉

은 밝은 숲, 2스테이지는 어두운 숲, 그리고 3스테이지는 무너진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릭터는 궁수, 전사, 마법사 등 총 3종으로, 각 캐릭터는 특성

에 따라 공격방법이 다르게 구현되어 있다.

1.1 배경컨셉

본 논문에서 개발한 게임의 스토리는 봉인된 악마 “아트록스”
가 사악한 마법사들에 의해서 부활하게 되고 아트록스를 물리치기

위해 영웅들이 모험을 떠난다는 줄거리로 되어 있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게임의 전체적인 배경 컨셉으로, 

“아트록스”의 영향으로 파괴된 성과 숲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은 2014년 캡스톤디자인 수행 연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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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게임 배경컨셉 이미지

Flg1. Game Concept Image 

1.2 캐릭터 컨셉

[그림 2]는 아트록스의 캐릭터 원화이며 좌측부터 전사, 궁수, 
마법사 역할을 수행한다.

전사 캐릭터는 방패와 칼을 이용한 근접 전투를 하며, 궁수 캐

릭터는 활과 단검을 이용해 밸런스 잡힌 전투를 하고, 마법사 캐릭

터는 마법을 이용해 강력한 범위 공격을 한다.

그림2. 게임 캐릭터 원화

flg2. game character image

 

2. AI 패턴

본 논문에서는 AI 패턴의 단조로움을 해소하고, 게임의 지속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 플레이어의 상태에 따른 타깃 선택 AI와 주변 

NPC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AI를 구현하였다.

2.1 플레이어의 상태에 따른 타깃 선택 AI

NPC는 플레이어가 여러 명일 때, 각 플레이어의 상태에 따라 

조건을 판단하여 공격할 대상을 선택한다.
[표 1]과 [표 2]는 각각 고블린 전사와 궁수 캐릭터의 타깃선정

에 사용되는 가중치 테이블이다.

표 1. 고블린 전사의 타깃선정 표

Table 1. Goblin Warrior's Target Selection

표 2. 고블린 궁수의 타깃선정 표

Table 2. Goblin Archer's Target Selection

NPC는 [표 1],[표 2]와 같이 플레이어의 상태에 따라 정해진 

수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수치의 플레이어를 타깃으로 정한다.
[표 1]은 근거리 몬스터인 고블린 전사의 타깃 선정조건을 을 

나타내며, 근거리 몬스터는 자신을 공격한 플레이어를 우선으로 

타깃을 정하고 공격을 받지 않을 경우 가장 가까운 적, 체력이 낮

은 적  순으로 타깃을 변경한다.
[표 2]는 원거리 몬스터인 고블린 궁수의 타깃 선정 수치를 나

타내며, 기본적으로 플레이어와 거리를 유지하고 원거리플레이어

와 체력이 적은 플레이어를 우선 타깃으로 설정하여 난이도 있는 

플레이를 유도한다.

타깃 선택 AI 구현 알고리즘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고블린 궁수의 타깃선정 알고리즘

Flg 3. Goblin Archer's Target Selection Algorithm

2.2 주변 NPC에게 지원을 요청하는AI

AI가 마법을 사용하거나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등의 특수행동을 

할 때 플레이어로부터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다른 NPC에게 지원

을 요청한다.
지원을 요청할 때는 자신과 주변NPC들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

록 지원행동을 할 확률을 높게 설정한다.   
지원요청을 받은 NPC는 [그림 4]와 같이 행동 우선순위에 따

라 다른 NPC를 지원한다.
지원행동은 지원을 요청한 NPC와 그 NPC를 공격하려는 플레

이어의 사이로 이동하면서 타깃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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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

 몬스터
전사 궁수 비고

좌측 해골 7 5 좌측해골은 전사플레이어를 공격한다.

우측 해골 7 5 우측해골은 전사플레이어를 공격한다.

고블린 전사 7 5 고블린 전사는 전사플레이어를 공격한다.

고블린 궁수 5 10 고블린 궁수는  궁수플레어를 공격한다.

표3. 그림 6의 타겟 선정 수치 표

Table 3. Target Selection Value of Fig 6  

그림4. AI의 행동 우선순위 흐름도

Flg 4. Flow Chart 

3. 개발결과

3.1 개발환경 및 게임구조

개발 환경은 Windows7 운영체제에서 Unity3D와, Photoshop, 
Sound Forge를 이용하였다. 

[그림 5]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게임의 전체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5. 게임의 전체 구조

Flg 5. The Structure of Game Play

3.2 타깃 선택 AI 적용 결과

[그림 6]의 몬스터들은 플레이어의 상태에 따른 타깃 선택 AI
에 의하여 [표 3]과 같은 타깃 선택 수치를 구하고, 높은 값의 플

레이어를 공격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게임 전투 장면 - 1

Flg 6. Game Battle Scene - 1

3.3 주변 NPC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AI 적용 결과

[그림 7]의 늑대는 주변 NPC에게 지원을 요청하는AI에 의하여 

동료를 부르는 특수 행동을 할 때, 주변 NPC들에게 도움을 요청

한다.
도움을 요청받은 고블린들은 자신의 행동우선 순위 흐름에 따

라 늑대를 지원하기도 한다.

그림 7. 게임 전투 장면 - 2

Flg 7. Game Battle Scene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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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일반적인 횡 스크롤액션 게임은 단조로운 AI패턴으로 전투 시 

난이도를 몬스터의 숫자증가를 통해 맞춰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플레이어의 상태에 따라 타깃을 변

경하는 AI와 다른 NPC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AI 패턴을 연구하였

으며, 관련 기능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횡 스크롤 액션 게임인 

“아트록스”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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