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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요약
ㄴ

최근, 3D FPS 게임에서 캐릭터의 분류는 매우 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조작으로 의미 

객체의 화상 역 분할을 이용한 게임 콘텐츠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에서는, 우선 비선형 RGB 컬러 모델과 컬러 

양자화 방식을 사용했다. 입력 화상은 20개 미만 양자화 된 색을 표 하고 의미 있는 은 수의 컬러 히스토그램을 사용한다. 

그리고, 은 블록으로 분할 된 이미지는 블록 단  컬러 히스토그램 교차로 인  블록과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왜냐하면, 

질감  상 블록의 경계에 있어서, 추출 블록 경계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게임 오 젝트는 이들 방법에 에 의해 블록 경계 역을 설정하고 FPS 게임 이에 사용될 수 있다. 실험을 통해, 

우리는 각각의 기능을 사용하여 분류 방법에 해 80% 이상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 특성을 이용하여 게임 

콘텐츠를 효율 으로 분류 할 수 있고, 이는 게임 속도와  략  행동에 보다 나은 결과를 래할 것으로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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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 게임에서 캐릭터들은 각각의 역할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NPC(Non Player Cha-

racter) 와 유  캐릭터들은 게임에서 스토리 개를 

한 유 의 분신 역할을 한다[6]. 게임에서 운 되고 

있는 다양한 캐릭터 들은 종류가 다양하며 속성에 따

라 그 역할이나 행동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속성들로 인해 게임 디자인 컨셉이 달라지며 

보다 폭넓은 행동으로 게임의 략  술에 기여하

게 된다. 일반 인 게임에서 NPC는 몬스터와 달리 행

동들이 매우 부자연스럽고 단순하다. 서효석[1]에서는 

이러한 단순하고 부자연스러운 NPC의 모션을 이 

캐릭터의 모션을 학습하여 보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도

록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다. 한 임차섭, 엄

상원, 김태용[2]는 NPC가 사용자와 같은 수 의 정

보를 가지고 유 의 행동과 유사한 지능과 행동을 하

도록 지능 랫폼을 제안 하 다.  이러한 연구들은 

몬스터 캐릭터 는 NPC들이 합리 이고 게임의 역

할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기 하기 때문이다.

한편, 몬스터와 같은 게임 캐릭터들은 유 가 조정

하는 캐릭터가 아닌 자체 으로 지능을 가지고 행동

한다. 특히 RPG 게임에서의 몬스터들은 게임의 흥미

를 높이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단순한 패턴

에 의한 행동으로 게임을 지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

기도 한다. 따라서 특유의 속성을 이용하여 움직임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면 게임의 흥미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 이다. 뿐만 아니라 련 리소스를 약하고 뚜

렷한 목  의식을 가진 몬스터로 활동 할 수 있어 게

임을 략 으로 이 할 수 있으며 단순하고 지루

한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매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FPS 게임의 몬스터들과 NPC들은 유 와 상 없는 

공동의 으로 각각의 속성을 지니고 게임 맵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한 공

격과 상 없이 단지 방패용으로 사용되는 몬스터와 

NPC 등이 많이 존재한다. 특히 인공지능에 의해 움직

임이 있는 속성을 가진 NPC는 게임의 상황에 따라 

군 는 아군으로 행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움

직임이 없는 속성의 NPC는 유 에게 특별한 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의 FPS 게임들은 속성에 상

없이 유  가까이에 있는 NPC에게 우선순 를 두

어 가까이 근하게 하여 투를 벌이게 된다. 이것은 

유 가 험을 느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

의 행동을 요하게 되므로 실제로 험을 느끼지 않는 

유 들은 게임에서 지루함과 답답함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 인공지능 기능이 없는 NPC가 이 되는 경

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빠른 속도와 긴장을 요하는 

FPS 게임의 특성을 해하는 요소가 된다. 

최근 컴퓨터 게임 기술의 발 과 다양한 게임의 

속한 팽창에 의해 게임의 캐릭터 정보와 같은 수많은 

데이터가 기하 수 으로 늘어가고 있다. 특히 제한

인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에서의 효

율 인 데이터 활용은 게임 개발 업체의 승패를 좌우

하는 매우 요한 요소이다. 이에 게임 캐릭터의 분류 

 리는 지속 인 심의 상이 되고 있다.  따라

서 게임을 이 할 때 주어지는 체 상에서 몬스

터 는 NPC들의 캐릭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작업

이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유는 게임디자인

에서 캐릭터의 속성을 효과 으로 이용하면 게임의 

컨셉과 략  술을 매우 다양하게 펼칠 수 있다. 

이에 게임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칼라, 

텍스쳐, 형상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표 인 

방법으로 Color Hostogram[8]을 이용한 방법은 비교  

간단한 연산을 통해 유사한 칼라분포를 가지는 상

을 찾을 수 있지만 공간 인 정보(spatial information)

를 검색에 활용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이를 보완

하기 한 Color Histogram Refinement[5] 방법은 

상의 각 역별로 칼라 분포를 계산해서 유사한 상

을 찾아 주지만, 상을 균일한 역으로 분할하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 로 찾아내지 못하는 한

계가 있다. Color Coherence Vector[6] 방법은 이웃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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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 역 경계에서의 칼라 픽셀의 공간  응집성 정

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구 이 간단한 반면에 많

은 연산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의 방법들은 상의 특징을 체 상을 

상으로 추출하는 것들로서, 게임 이어가 원하

는 정보를 효과 으로 제공해 주지 못한다. 이에, 상

에서의 의미 있는 역들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각각

을 별도의 캐릭터로 다루는 개선된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  일반 자연 상에서 의미 있는 

객체를 간단한 연산을 통해 텍스쳐에 무 하게 추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에서는, 비선형 

RGB 칼라모델[4]과 octree를 이용한 칼라 양자화 방

법[7]을 이용해 단순화된 상으로 변환한 후, 작은 블

록 단 로 이웃 블록과의 칼라 히스토그램을 비교함

으로써 텍스쳐에 의해 세 하게 쪼개진 역을 보다 

큰 역으로 묶어주는 기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용

한 칼라 모델과 양자화 방법  블록단  칼라 히스토

그램 비교 방법에 의한 객체 역 분할에 해 제안한

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방법으로 실제 게임 상에 

용하여 효율성을 입증하 다.

2. 칼라 영역 변환 및 양자화

2.1 비선영 RGB 모델

주어진 상을 작은 개수의 칼라를 이용하여 잘 표

하기 해서는 칼라 양자화를 통해 표 인 칼라

들을 선택하여야 한다. 각 칼라 컴포 트(R, G, B)에 

해 균등 분할하는 방법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잘못된 경계선(false contour)이 나타나는 

상이 발생한다. 이에, 인간시각의 특성을 반 한 비선

형 RGB 칼라모델로 변환하여 균등 분할하면 이러한 

상이 없어지게 된다[4]. 이것은 칼라 양자화에 있어

서도 칼라 차이에 한 측정값으로서 당함을 나타

낸다. 이 칼라모델은 인간시각시스템이 빛의 세기에 

선형 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로그함수 모양의 

비선형  반응을 한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으로, 다음

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  
      

 ′ 
 ′ 
 ′ 

2.2 Octree 칼라 양자화

자연 상은 특정 사물 혹은 동물을 소재로 한 상

이 부분이다. 이러한 칼라 상을 양자화하는 방법

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 으로 구

하기 쉬우며 양자화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octree

에 의한 칼라 양자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상 내에서의 칼라 빈도수가 많은 칼라가 의미를 갖도

록 유사한 칼라들을 동일한 칼라로 묶어 양자화 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3. 객체 영역 분할

일반 으로 자연 상에는 많은 텍스쳐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객체 추출을 해 

칼라  형상 특징뿐만 아니라 텍스쳐 특징도 추출하

여 사용한다. 그러나, 텍스쳐 특징을 추출하기 해

서는 복잡한 분석에 따른 많은 연산을 하여야 하므로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  간단

한 연산으로 구할 수 있으며 특징으로서 강인한 속성

을 갖는 칼라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텍스쳐에 의한 

경계 성분은 작게 하고 객체의 경계 성분은 크게 하

여 객체를 효율 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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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로세스 블록(a)과 이웃블록(b)과의 계  수

퍼 블록

Fig. 1. Block, Super block(a) and Relation between 
processing block, neighbor block(b)

3.1 블록 단위의 칼라 히스토그램 생성

주어진 상을 일정한 크기의 작은 블록으로 나

어 객체 추출을 한 처리 단 로 사용한다. 어떤 한 

블록 Bi에 한 칼라 히스토그램 Hi는 8개의 이웃 블

록과 묶은 그림 1과 같은 슈퍼블록(3×3블럭)에서의 

칼라값을 이용하여 구한다. 블록의 크기는 상에서 

객체가 차지하는 역과 객체가 가지는 텍스쳐 패턴

의 특성  간격에 따라 변화 될 수 있으나, 640×480 

크기의 일반 인 자연 상에서 약 40~70%의 정도의 

역을 차지하는 객체를 추출 상으로 할 때의 블록 

크기는 4×4크기로 하는 것이 당하 다(그림 1a).

3.2 블록의 경계 성분값 계산

칼라 히스토그램 인터섹션은 두 칼라 히스토그램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한 것으로서, 각 칼라에 한 빈

도값 의 최소값을 모두 더한 후 기  칼라 히스토그

램의 빈도값의 총합으로 나 어서 다음과 같이 구한다.

 ∑
∑  

∑
∑  

인터섹션 값은 칼라 히스토그램이 상이할수록 0에 

가깝게 되고, 유사한 경우에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2차원 공간에서 해석하면, 객체

의 경계를 추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b)에서의 Bi 블록 8개 각각과 

기  블록 Bc와의 칼라 히스토그램 인터섹션을 구하

되,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블록의 경계 성분값을 구한다.

 ∑ 






   





이 경계 성분값은 객체의 경계와 같이 칼라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매우 작은 값으로 나타나지만, 작은 텍

스쳐에 의한 경계 부분에서는 칼라 분포가 유사한 만

큼의 큰 값을 갖는다. 그러나, 작은 텍스쳐에 해서

만 용되는 것으로서, 큰 텍스쳐에 의한 경계 부분에

서는 효과가 다.

3.3 블록의 텍스쳐 유사도 계산

보다 큰 텍스쳐에 한 경계 성분을 완화하기 해

서는 그림 1.(b) 에서의 블록 Ti와 같이 보다 멀리 떨

어져 있는 블록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방향에 무 하게 텍스쳐 유사도를 구하되, 연산량을 

이기 해 그림 1.(b)에서와 같이 8개의 블록에 해

서만 다음과 같은 계산방법을 사용하 다.

  






∑    

(a)

(b)

그림 2. 그래픽 이미지에서 객체 경계 성분 추출 

Fig. 2. Object Boundary Extraction in the Graphic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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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제안한 방법의 상 분할 결과 상 

 Fig. 3. Sample Image Segmentation Results of the 
Proposed Method

(a) (b)

(c) (d)

그림 4. 움직이는 게임 캐릭터들의 이어 되는 과정

Figure 4. The Process of Player Access to Animated 
Characters

이 텍스쳐 유사도는 보다 큰 텍스쳐에 해서도 

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체 경계 부분에서는 여 히 

상 으로 낮은 값을 갖는다.

3.4 객체의 경계 성분값 계산

블록의 경계 성분값 와 텍스쳐 유사도 는 

객체의 경계 부분에서 낮은 값을 갖는 반면에, 텍스쳐 

경계나 칼라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상 으로 큰 값을 갖는다. 따라서, 이 두 값을 더한 

값 은 객체의 경계 성분을 계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즉, 이 임계값 Th보다 작은 블록은 객체의 경

계 블록으로 설정할 수 있다.

 

     
   

4. 실험 및 토의

제안된 방법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먼  

객체 경계 성분값 의 효용성을 그래픽을 이용해 인

인 텍스쳐 그림을 그려 실험해 보았다. 그림 2.에

서 알 수 있듯이, (a)에서의 작은 텍스쳐 뿐만 아니라 

(b)에서의 큰 텍스쳐에 해서도 객체 경계를 잘 나타

냄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비교  간단한 자연 상에 해, 본 연구

에서 제안한 방법들을 용시킨 결과를 그림 3에 나

타내었다. (a)는 원 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b)는 

역 분할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b) 상들에서 

알 수 있듯이 텍스쳐 유사도는 객체의 경계 부분에서 

낮은 값을 유지하며 텍스쳐 부분을 보다 완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이러한 두 값의 조합에 의해 

구해진 객체 경계 성분값을 활용하여 보다 객체의 경

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칼라 상 역 분할 방법을 

실제 게임에 용하기 에 간단한 RPG 시뮬 이션

에 용하여 보았다. 실험을 하여 시뮬 이션은 

Windows 환경의 PC에서 Visual C++로 제작하 으며 

시뮬 이션이 진행될 때 캐릭터들이 움직이고 있는 

몬스터와 움직임이 없는 NPC들이 역 분할되어 캐

릭터 상들이 분류 되고 있는 과정을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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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Fig. 4(a)~(d)는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캐

릭터들로 섞어 있으며 각각의 속성에 따라 서로 근

하여 게임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게임이 진

행되는 동안 (c)와 같이 캐릭터들은  유사한 캐

릭터들로 분류되고 (d)와 같이 이어는 험성이 

고 움직임이 없는 캐릭터로부터 멀어지면서 움직

임이 있는 몬스터에게로 근하여 이 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유 에게 피해를 주지 않

는 불필요한 캐릭터에 여하지 않고 직 으로 경

쟁의 상이 되는 캐릭터만을 골라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상 역 분할을 통하여 게임 캐릭

터들이 속성에 따라 분류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러한 방법은 간단한 연산을 통해 의미 있는 게임 객체

를 텍스쳐에 무 하게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

서 기존의 다른 방법과 달리 단순히 칼라 히스토그램

만을 이용함으로써, 복잡한 텍스쳐 특징 추출 연산을 

할 필요가 없다. 한 실제 롄 게임에 용해본 결과 

게임을 보다 략 으로 운 하면서 속도와 긴장감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방

향은 보다 다양한 게임 캐릭터를 이용하여 분류 하

을 때 더욱 높은 정확성을 가지는 한 방법을 용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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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Game Contents Classification Service Method using 

Image Region Segmentation 

Chang Min Park*

ABSTRACT
ㄴ

Recently, Classification of characters in a 3D FPS game has emerged as a very significant issue.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game character Classification method using Image Region Segmentation of the 

extracting meaningful object in a simple operation. In this method, first used a non-linear RGB color model 

and octree color quantization scheme. The input image represented a less than 20 quantized color and 

uses a small number of meaningful color histogram. And then, the image divided into small blocks, calculate 

the degree of similarity between the color histogram intersection and adjacent block in block units. Because, 

except for the block boundary according to the texture and to extract only the boundaries of the object 

block.

Set a region by these boundary blocks as a game object and can be used for FPS game play. Through 

experiment, we obtain accuracy of more than 80% for Classification method using each feature. Thus, using 

this property, characters could be classified effectively and it draws the game more speed and strategic 

actions as a result.

Keywords: Game Contents, Segmentation, Color Image, Quan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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