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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매치 3게임에서 플레이테스팅 방법은 전통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딥러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게임의 장르적인 특성들을 고려해서 각 레벨에 대한 플레이 데이터를 이용한 

지도학습 방법과 환경과 상황 그리고 보상을 통한 강화학습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매치 3 

게임에서 강화학습을 이용한 플레이테스팅의 향후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한다. 

키워드: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매치 3 게임(Match 3 game), 플레이테스팅(Playtesting)

강화학습 기반 매치 3 플레이테스팅 연구
신유철O

O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콘텐츠스쿨

e-mail: snsss2021@ck.ac.krO

A study on Match 3 Playtesting based on 
reinforcement learning

Yuchul ShinO

ODept. of Game Contents, ChungKang College of Culture Industries

I. Introduction

오랜 시간 동안 매치 3 게임을 레벨에 대한 기획 의도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이나 테스터들을 직접 이용한 확인 방법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시간적 문제 때문에 자동 플레이하면

서 레벨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게임 규칙에 

기반 하는 에이전트를 개발함으로써, 사람에게 소요되는 물질적, 

시간적 부하를 줄여왔다.

하지만, 사람 같은 행동으로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것은 게임 규칙의 

일반화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이색적인 장치들과 난이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레벨에서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 같은 행동을 하는 에이전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 레벨마다 사람들이 플레이 하는 데이터를 축적하여, 이를 

활용하여 딥러닝을 이용한 지도학습 방법이 등장하였고, 추가적으로 

사람들의 플레이 데이터들 없이 자체적인 환경과 상황, 그리고 행동에 

따른 보상을 통한 강화학습 방법들이 연구 되었다.

Fig. 1. 매치 3 게임에서의 플레이테스팅 요소

그림1과 같이 매치 3게임에서의 플레이테스팅은 레벨과 관련된 

요소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한 

에이전트들 구현과 관련된 연구들은 알파고와 같이 사람들을 완벽하게 

이기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유사한 플레이를 

하는 에이전트를 구축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유추하고 이를 통해서 

플레이테스팅을 통해서 기획 의도의 정확성의 판단을 개발자에게 

제공한다.

II. The Main Subject

사람과 유사한 플레이를 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 전통적으

로 MCTS 알고리즘[1]을 통해서 사용한 방법은 수많은 게임 동작에 

대한 부분을 유추함으로써 플레이의 유사성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시간적인 부하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각 레벨에 대한 플레이 데이터를 이용한 지도학습[2]은 난이도의 

변화를 가진 수많은 레벨에 대해서 유저들이 플레이한 데이터를 

서버에서 수집하여 이를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사람의 

플레이에 대한 유사성을 제공하지만 플레이데이터를 얻지 못하는 

경우, 사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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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테스팅 

방법

학습데이터 

여부
장단점

몬테카를로 

탐색[1]
X

손쉽게 유사한 사람 

플레이 행동 가능. 

학습 시간이 오래 필요.

CNN을 

이용한 

지도학습[2]

O

사람과 유사한 성능 

예측 가능. 학습데이터 

부족을 통한 학습 불가

전략플레이 

이용 

강화학습[3]

X

미리 정의한 플레이를 

활용하여, 특정 레벨의 

플레이 유사성 제시, 

다른 형태의 레벨의 

플레이 보장 불가.

스킬 학습을 

통한 

강화학습[5]

X

스킬 플레이의 활용을 

통한 레벨 자동 플레이 

확장성 가능, 다양한 

레벨 플레이의 한계

Table 1. 매치3게임 플레이 테스팅 방법 비교

또한, 강화학습을 이용한, 전략적인 플레이를 통한 방법[3]은 유저

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략적 플레이를 미리 정의 하여, 

이를 A2C Agent[4]를 이용해서 사람과 같은 플레이 방법을 모방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발전 시켜, 사용자의 플레이 스킬을 일반화 

하여 강화학습을 이용하는 방법[5]은 미리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스킬

을 정의 하지 않고, 이를 강화학습 자체에게 학습시켜서, 사람들의 

행동을 유사하게 구축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딥러닝을 이용한 방법은 기존에 게임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 플레이 방법에서 벗어나서 강화학습 등을 통해서 게임 

규칙이나, 유저의 플레이 데이터 없이도, 사람과 같은 플레이의 유사성

을 구축하여, 플레이테스팅을 진행시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III. Conclusions

지속적인 딥러닝을 이용한 연구는 사용자의 플레이 데이터가 없는 

강화학습을 통한 방법을 통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확장은 플레이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데이터 구축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치 3 게임이라는 강화학습을 이용해

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환경에서 보상을 플레이테스팅을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은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장점은 있지만, 확장성을 가진 레벨에 

대한 일반화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차후 연구를 통해 일반화된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획일화된 레벨에서 벗어나 개발자들에게 일반화된 레벨에 대한 플레이

테스팅에 대한 연구 방향성에 대한 기준에 도움을 주는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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