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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e up with ways that cooperate between on-line game design and fashion 
design by analyzing trend color and on-line game character’s costume color in on-line game. As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First, on-line games were selected with reference to www.ranky.com. Second, 2009 SS trend color 
palettes suggested by Copenhagen International Fashion Fair was used as a criterion of fashion trend. Third, on-line 
game character's costume colors were analyzed in relation to the degree of reflection of trend and the game 
character's type. The results are as follows. Each on-line game character costume's colors were made in accordance 
with typical character types. But we can find a one-to-one correspondence between fashion trend colors and game 
character costume's colors. That's because both trends and character types are the results of the continuing 
interactions between human-beings and societies. In comparison with fashion trend colors, game character costume 
colors are partly raw and inharmoniou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fashion trend color in game character 
costume design for enhancing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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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게임 강자 현실세계까지 지배하다,” 인터넷한국일보 (2008년 6월 7일 [2009년 5월 1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hankooki.com/

 

Ⅰ. 서  론
인터넷의 발달은 사회, 과학, 문화적 현상의 변

화를 주도하며,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다. 특히, 온라인 게임은 단순한 놀이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국내 온라
인 게임 업체들은 연 2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

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건 사용자들의 게임 
캐릭터들의 의상이나 장비 등의 아이템 거래이다. 
현실세계에서는 자신의 일과 역할이 한정돼 있는데 
반해, 가상세계에서는 자신을 대변하는 아바타를 개
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가꾸고 변형시킬 수 있
기 때문에 아바타 치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1). 
온라인 게임은 화려한 영상이미지와 재미있는 스
토리 구성으로 디지털 가상공간 안에서 게임을 전



제 18 권 제 3 호 신하나․이민선․유지헌 41

－ 437 －


2) 권민희, “디지털미디어에 나타난 하위문화 패션 스타일 분석 및 디자인 개발: 온라인 게임 캐릭터 의상, 대중

가수 의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3) 서명조, “아바타에 나타난 패션 이미지 연구 : 국내 아바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4) 손이정, “온라인 게임 캐릭터 패션이 대중 가수 패션에 미치는 영향 및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5) 이지영, “컴퓨터 게임에 나타난 의상에 관한 연구: 2000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게임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6) 게임동아(게임종합정보사이트) [2009년 5월 27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gamedonga.

co.kr/

개해 나간다. 디지털 가상공간 안에서 커뮤니티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부터 게임 대결까지 상호작용이 
활발한 공간이기 때문에 유저들이 가상세계에 쉽
게 몰입하게 되며, 이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게
이머들의 패션 취향이나 미의식에 영향을 주면서 
패션 상품 개발에 있어서 디자인적 요소가 매우 중
요하게 되었다.

온라인 게임 캐릭터들이 갈수록 화려해짐에 따
라 소비자들은 게임 캐릭터를 자신의 분신으로 생
각하며, 기술이나 레벨뿐만 아니라 캐릭터 패션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연구는 
권민희(2008)2), 손이정(2006)3), 서명조(2003)4), 이
지영(2001)5) 등 온라인 게임 속 캐릭터 의상 디자
인에 대한 연구와 게임 캐릭터 복식이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
서 패션 산업과 온라인 게임 산업 연계 필요성과 
패션 트렌드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한 패션 디자인 
개발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패션 트렌드 중 색채는 사람의 감정에 영
향을 미치는 힘을 갖고 있다. 소비자 즉, 게이머가 
정보나 내용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게임 상의 복식 
색채는 패션과 비교할 때, 단순한 색채 조합, 과도
하고 무절제한 색채 등의 사용이 자주 나타나고 있
다. 현재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패션 색채와 동떨
어진 색채의 사용 등은 가상현실을 표현하는데 한
계점으로 파악되어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 트랜드 색채와 온라인 게
임 색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재 상태를 진단하
고, 패션 트렌드 색채를 온라인 게임 디자인에 적
용하여 컬러 팔레트를 제안함으로써 온라인 게임
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게임의 정의 및 특징과 세계 온라
인 시장 규모 및 온라인 게임과 패션 산업과의 연
계 사례 조사를 통해 온라인 게임 캐릭터 색채 구
성에 있어서 패션 트렌드 색채 적용의 필요성을 제
고한다.

둘째, 패션 트렌드 테마별 색채와 온라인 게임 
캐릭터 의상 색채 이미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글로벌한 트
렌드 색채와 부합하는 색채 팔레트를 제안한다.

Ⅱ. 연구 방법 및 절차
1. 분석대상 선정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이트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내 웹 사이
트 순위 평가 기구인 랭키닷컴(www.rankey.com)에
서 국내 온라인 게임 포털사이트 스포츠/레이싱 분
야 총 37순위의 사이트 중 상위 10순위의 사이트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2009년 5월 27일 기준). 

국내 온라인 게임 포털사이트 중 스포츠/레이싱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 과장되거나, 판타지적 표현
이 많은 비현실적 의상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실제 
착장이 가능한 의상으로, 본 연구 목적에 따라 현
재 트렌드 색채를 보다 쉽게 이용 가능한 게임을 
선정하였다. 국내 온라인 게임 포털사이트 스포츠/
레이싱 분야 총 37순위의 사이트 중 상위 10순위의 
사이트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 사이트는〈표 1〉과 
같다. 순위 10의 사이트 중 온라인 게임 홈페이지 
캐릭터 의상을 대상으로 착장 의상 컬러 분석이 가
능하며, 오프라인 착장 스타일과 유사한 사이트 3
개 테일즈런너, 샷온라인, 스파이크 걸즈를 선정하
였다. 온라인 게임 스포츠/레이싱 분야 분석 대상으
로 선정한 사이트 및 내용은〈표 2〉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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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9년 6월 4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ciff.dk/
8) 이병문, 왜 세계의 시선은 북유럽을 향해 있는가?: 북유럽 디자인 경영, (매일경제신문사, 2006), p. 104.

<표 1> 분석대상
순위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1 크레이지레이싱 카트라이더 http://www.kart.nexon.com/

2 테일즈런너 http://tr.nopp.co.kr/ 

3 프리스타일 http://fs.joycity.com/

4 클럽오디션 http://www.clubaudition.com/ 

5 샷온라인 http://shotonline.hangame.com/ 

6 케로로레이싱 http://krracing.goorm.com/ 

7 스키드러쉬 http://skidrush.hangame.com/

8 스파이크 걸즈 http://sg.hanbiton.com/ 

9 팝스테이지 http://pops.mgame.com/

10 큐온라인 http://www.cueonline.co.kr/

 

<표 2> 분석 대상 선정 사이트
사이트 내용

1
테일즈런너
(http://tr.nopp.co.kr/)

장르: 캐주얼 레이싱  이용 등급: 전체 이용가 
제작사: 라온엔터테인먼트 유통사: 나우콤

2
샷온라인
(http://shotonline.hangame.com/)

장르: 스포츠 이용 등급: 만 15세 이상
제작사: (주)온넷트 서비스사: SBS

3
스파이크 걸즈
(http://sg.hanbiton.com/)

장르: 스포츠     이용 등급: 12세 이용가 
제작사: Movon     유통사: 한빛소프트 

패션 산업 트랜드 색채는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패
션페어(Copenhagen International Fashion Fair/www. 
ciff.dk)7)에서 제안한 2009년 S/S trend color로 제시
하였다.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패션 페어는 북유럽 
최대 패션 박람회 중 하나이다. 최근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의식이 변화되면서 이에 패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연적 질서의 윤리
의식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감각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자연 친화적이며 기능적이고 건
<표 3> 2009 S/S trend color

Theme Color

Tomorrowland

Inprogress

Electrochok

Powerfull

전한 디자인으로 각광 받는 북유럽 색채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선정하였다. 

북유럽 디자인은 기술과 산업이 자연환경과 배
치되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디자인 
할 때 고려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디자인 관점을 갖고 있다8). 이러한 디자인 관점은 
현재 트렌드 현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
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테크놀로지
와 환경의 조화를 테마로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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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영, 생활미술, (한국 정보통신대학 출판부, 1986), pp. 178-183. 재인용, 서명조, “아바타에 나타난 패션 이미

지 연구: 국내 아바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47.

패션페어에서 제안한 2009 S/S color를 제시하여 분
석하고자 한다. 2009 S/S 트렌드 색채는〈표 3〉과 
같다.

2. 분석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문화 공간에서의 온라인 

게임과 패션 트렌드의 상호관계를〈그림 1〉과 같
은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온라인 캐릭터 의상 색채
와 패션 트렌드 색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으로는 선정된 3개의 온라인 게임 홈페
이지 사이트 캐릭터 착장 복식을 선정하였으며, 각 
캐릭터 의상, 헤어, 악세서리로 분류하여 색채를 분
석하였다. 패션에서 의상뿐만 아니라 헤어 및 악세
서리는 대중 문화적 요소가 강한 독특한 미적 특징
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 수단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각 캐릭터의 의상, 헤어, 악세서리를 분류하여 색채
를 추출하였다. 또한 각 캐릭터들의 의상, 헤어, 악
세서리 등은 온라인 게임 상의 아이템으로써 구매
가 가능하여, 특히, 헤어와 악세서리의 경우, 온라
인 게임 캐릭터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로 항시 새로운 아이템으로 캐릭터의 변
화를 가능케 할 수 있어 다양한 캐릭터 스타일과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
구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각 게임 사이트에 표본
으로 소개되어진 캐릭터를 중심으로 의상, 헤어, 악
세서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문헌 연구는 온라인 게임과 패션 관련 전

<그림 1> 디지털 문화 공간에서의 온라인 게임과 패
션 트랜드의 상호관계.

문 서적, 연구 논문, 웹상의 정보를 통해 이론적 고
찰을 진행한다.

둘째, 실증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온라인 게임 캐릭터에서 색채를 추출하기 위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포토샵 메뉴 기능 
중 픽셀화(pixelate) 필터 중에 크리스탈라이즈(crystal-
lize)와 모자이크(mosaic)의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
으로 색채를 추출하려 하였으나, 이 기능을 이용할 
경우, 단색의 다각형 단위로 색채가 뭉쳐 컬러의 
경계가 무너지고 깨져 고유의 정확한 컬러를 선별
할 수 없다는 단점을 파악하여, 포토샵에서 부분면
적을 많이 차지하는 대표적인 색채로 시각자 누구
나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주된 색채로 
의상, 헤어, 악세서리의 주를 이루는 주요색을 3개 
이상 6개 이하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색채의 색채 
분석은 색채칩과 색채 팔레트를 통해 나타내었다. 
색채 분석의 색채 값은 RGB 수치로 표현하였으며, 
이렇게 추출한 색채를 바탕으로 각 사이트, 캐릭터
별 특징적 성격과 색채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트렌드 색채는 최근 각광 받고 있는 북유럽 최대 
패션박람회 중 하나인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패션
페어(Copenhagen International Fashion Fair/www.ciff.dk)
에서 테크놀로지와 환경의 조화를 주제로 제시한 
테마별 색채를 추출하여 RGB 수치로 표현하였다. 
이를 참조하여, 테마별 트렌드 색채와 온라인 게임 
캐릭터 색채와의 관계를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트렌드의 반영 정도를 파악하였다.

Ⅲ. 온라인 게임과 패션 산업
1. 온라인 캐릭터 복식 색채
복식에 있어 색채는 각 복식의 형태 및 형상을 

구체화하고 복식의 전체적 인상을 부여하여 착용
자의 취향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개인의 취향은 한 
집단의 공동체험으로 발전하여 특정한 색채에 구
체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고, 공통적인 상징성
을 갖기도 한다9). 개인의 취향이나 감정에 따른 심
리적 작용은 시각적인 복식의 색채를 통해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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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훈, “새로운 마케팅 혁명” (다이아몬드에드의 세미나 전문 발취, 2001), pp. 3-4. 재인용, Ibid., p. 47.
11) Ibid., p. 47.
12) 이지영, “컴퓨터 게임에 나타난 의상에 관한 연구: 2000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게임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 62-65.
13) 권민희, “디지털미디어에 나타난 하위문화 패션 스타일 분석 및 디자인 개발 : 온라인 게임 캐릭터 의상, 대

중가수 의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4) 손이정, op. cit. p. 53.
15) [2009년 5월 7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vanillacat.netmarble.net/
16) [2009년 5월 7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vanillacat.netmarble.net/Vanillacat/Gameintro/

Gameintro.aspx
17) [2009년 5월 10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clubaudition.com/community/

으로 표현된다. 색을 통해 주관적 감정을 이해하며, 
때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유행의 성향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감성
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소비자는 5감 중에서 
시각에 의한 구매가 87%, 청각에 의한 구매 7%, 촉
각에 의한 구매 3%, 후각에 의한 구매 2%, 미각구
매 1%로 주로 시각에 의해 구매 결정을 하고 있다
고 한다10). 이처럼 색채는 눈을 통해 소비자를 자극
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상품 이미지를 구성하게 되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각에 의한 구매란 상품의 
디자인과 색채 등에 의해 상품을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상의 아바타에 있어서는 크기로 인한 
의상 표현의 한계로 인하여 디자인보다는 색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의상을 구매하게 된다11).

선행 연구 이지영(2001)12)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게임 사이트 5개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게임 의상
의 주조색으로는 대부분 남녀에 상관없이 각 의상
에서 레드 계열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자
극적이고 일차적인 흥분을 줄 수 있는 색을 의미한
다고 하였다. 보조색으로는 옐로우가 가장 많이 사
용되었으며, 화이트, 블랙, 그린, 브라운, 블루, 그레
이 그리고 바이올렛과 레드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
부분의 복식이 주조색과 보조색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배색을 가지고 있으며, 무채색의 
복식과 보색 대비를 사용한 경우도 눈에 띄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캐릭터 복식의 색채는 대중 패
션의 유행과는 거리가 있다.

 
2. 온라인 게임과 패션 산업
온라인 게임은 온라인 게임 시장의 확장을 불러

일으켰고, 그 영향력은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전반

으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온라인 게임 의상에 대
한 관심은 다양한 패션업체와의 교류와 온라인 게
임 아이템 상품의 생산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온
라인 게임 캐릭터 의상과 대중패션과의 교류는 온
라인 게임 의상이 가상공간을 뛰어넘어 대중패션
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게임 안에서 
가상현실이 반영된 디지털 패션 의식이 대중 패션
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디지털
미디어 매체로써 온라인 게임과 패션의 상호교류
는 게임의 플레이어인 동시에 패션 상품의 소비자
이다. 그러므로 온라인 게임 캐릭터 패션과 대중 
패션은 온라인 네트워크 안에서 다방향 커뮤니케
이션의 상호교류를 통해 캐릭터 패션의 표출과 수
용이 유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

온라인 게임은 영상 매체 기술의 발달과 3D 그
래픽 활성화에 따라 게임의 배경 및 캐릭터의 행동
과 인물 묘사, 패션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화려해지
고 실제와 비슷한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게
임 캐릭터를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는 게임 플레
이어들은 게임 속 자신의 캐릭터들이 다양한 기술
을 연마하고 더 높은 레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캐릭터 패션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이는 가상공간을 실제 현실화하여 오프라인에서의 
자신을 꾸미듯 캐릭터를 치장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14).

이러한 온라인 게임의 영향은 온라인 게임 캐릭
터 의상이나 소품을 디자인하여 제작 판매하는 인
터넷 쇼핑몰을 탄생시켰고(그림 2)15), 유행을 리드
하는 대중가수나 인기 연예인들의 영화나 드라마 
속 패션이 온라인 게임 캐릭터들에게도 영향을 끼
치게 된다.〈그림 3〉16),〈그림 4〉17)와 같이 젊은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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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09년 5월 10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vanillacat.netmarble.net/Vanillacat/Gameintro/ 

Gameintro.aspx

 

<그림 2> 온라인 게임 캐릭터 의상 구매.

<그림 3> ‘커피프린스 1호점’ 주인공 캐릭터 의상.

 

<그림 4> 댄스클럽의 다양한 아이템 Shop.

<그림 5> 패션 테마의 온라인 게임 ‘바닐라캣’.

들은 그들의 문화를 반영한 트렌드에 맞는 캐릭터 
의상들도 각자 개성에 맞게 선택하여 연출할 수 있
으며,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을 가상공간을 통해 
경험해 보고, 상황에 적절한 의상을 선택하여 입어
볼 수 있다(그림 5)18). 

이렇게 문화적 영향을 주기도 하며 받기도 하는 
온라인 게임 캐릭터들의 의상은 기존의 진부하고, 
거추장스러운 무거운 옷들에서 벗어나 패션 트렌
드의 흐름에 맞는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세련된 복
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는 온라인 게임 캐릭
터들의 패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맞는 감각
적인 디자인의 온라인 캐릭터 패션 시장이 형성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온라인 게임 캐릭터 의상 색채와 
트렌드 색채 분석 결과

1. 트렌드 색채 분석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패션페어(Copenhagen Inter-

national Fashion Fair/www.ciff.dk)에서 제안한 2009
년 S/S trend color를 테마별로 추출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CIFF(Copenhagen International Fashion Fair)에서 
제안된 색채는 테크놀로지와 환경의 조화를 테마로 
Tomorrowland, In Process, Powerfull, Electrochock
으로 분류되어 나타난다. Tomorrowland 테마는 로
맨틱한 느낌의 현대적인 낭만주의를 표현하고 있
다. 이 테마의 색채는 도시적 분위기의 엷고, 희미
한 색채, 소프트한 색채, 그레이의 파스텔 색채로 
주로 난색 계열의 온화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나타
내고 있다. In Process 테마는 바이오와 나노 테크
놀로지의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편안한 느낌을 표
현하고 있다. 색채는 그레이의 자연스러운 색채, 재
활용된 느낌, 화이트를 베이직으로 한 중간 채도의 
색채, 대지의 그레이, 딥블루 같은 어두운 색채로 
자연과의 조화를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색채가 특
징적이다. Powerfull 테마는 상하이, 두바이와 같은 
도시의 건축물처럼 대담하고 창의적인 미래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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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9년 S/S trend color

Tomorrowland

R:248
G:223
B:229

R:248
G:203
B:208

R:249
G:208
B:154

R:240
G:140
B:85

R:158
G:155
B:208

R:228
G:229
B:231

R:185
G:203
B:155

R:224
G:218
B:204

R:251
G:241
B:156

R:13
G: 8
B: 4

Inprogress

R:254
G:249
B:228

R:247
G:176
B: 84

R:130
G: 19
B: 10

R:246
G:232
B:216

R:229
G:198
B:151

R:193
G:168
B:174

R:165
G:164
B:162

R:32
G:32
B:40

Electrochok

R:181
G:182
B:184

R:199
G:178
B:  0

R:  2
G:111
B: 85

R:147
G:  0
B:132

R: 1
G:58
B:39

R:240
G:213
B:  2

R:181
G: 22
B:  1

R:223
G: 69
B: 31

R: 1
G: 31
B:65

Powerfull

R:255
G:255
B:255

R:104
G: 14
B: 66

R:228
G:  1
B:134

R:89
G:42
B:14

R:235
G: 91
B: 28

R:96
G:67
B:11

R:  0
G:151
B: 84

R:20
G:27
B:33

축하고자 하는 느낌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 
테마의 색채는 신비하고, 늦은 밤 그림자 같은 느
낌과 더불어 빛을 더한 메탈릭한 인공조명 같은 색
채의 빛을 발하는 선명한 색채의 켱쾌한 느낌의 이
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밝고 선명한 퍼플, 오
렌지 계열의 색채가 특징적이다. Electrochock 테마
는 일상의 즐거움과 유머러스함, 액티브한 스포츠와 
가상 이미지, 이국적인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 테
마의 색채는 황록색, 화려한 오렌지, 일렉트로닉한 
블루, 핑크, 퍼플, 블루 등이 클래식한 그레이와 결
합하여 조화를 이루고, 팝 또는 입체파 풍의 색채
들이 나타나고 있다.

2. 캐릭터 복식 색채 분석 및 비교

1) 테일즈런너
테일즈런너(http://tr.nopp.co.kr/)는 액션 달리기 게

임이다. 테일즈런너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게
이머가 즐길 수 있는 전체 이용가 게임으로 동화책
을 컨셉으로 하였다. “동화”라는 주제를 강하게 나
타내어 동화적 스토리를 기반으로 모든 게이머가 
다양한 테마 안에서 달리기라는 소재를 적절히 활
용해 게이머들의 감성을 충분히 발휘한 것이 특징
이다. 특히 게이머들의 활발한 참여로 인해 만들어
진 다양한 게시물들은 게시판, 카페 등에서 독특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10대들을 타겟
으로 다양한 이벤트 및 광고, 홍보 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다. 테일즈런너의 캐릭터는 총 9명의 이미
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캐릭터들은 이름, 나이,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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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등이 부여되어 캐릭터만의 특징이 보여지며, 
가속도, 힘 등 기본능력을 설정하여 캐릭터만의 고
유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각 캐릭터의 따라 의상, 헤어, 악세서리에서 특징
적인 색채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색채는〈표 5〉
와 같다.

동화에 나오는 듯한 캐릭터들은 각 특징과 성격
에 따라 색채이미지도 나타난다. 테일즈런너는 동
화를 주제로 하여 대부분의 캐릭터가 귀엽고 밝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이는 채도와 명도가 높고, 
맑고 선명한 색채로 나타난다. 밝고 귀여운 이미지
는 높은 채도와 명도를 사용하여, 선명한 색채로 
연출하였으며, 강한 이미지의 캐릭터의 경우, 블

<표 5> 테일즈런너 색채 분석
테일즈런너

캐릭터 색채
의상 헤어 악세서리

R : 231
G :  44
B :  33

R : 234
G : 165
B :  39

R : 227 
G : 216
B : 218

R : 38
G : 38
B : 40

R : 223
G : 135
B : 159

R : 231
G :  44
B :  33

R : 0
G : 5
B : 9

R : 53
G : 62
B : 79

R : 213
G : 210
B : 221

R : 131
G :  24
B :  18

R : 180
G :  46
B :  55

R : 213
G :  11
B :  61

R : 173
G :  50
B : 177

R :  1
G :  0
B : 12

R :  93
G :  94
B : 100

R :  93
G :  55
B : 177

R :  1
G :  0
B : 12

R :  0
G : 14
B : 83

R :  21
G : 203
B : 217

R :  80
G :  94
B : 167

R : 138
G :  216
B : 45

R : 232
G : 196
B :  76 

R : 254
G : 254
B : 254

R : 20
G : 21
B : 22

R : 156
G : 163
B : 243

R : 255
G : 145
B : 242

R : 30 
G : 28
B : 29

R : 250 
G : 228
B : 127

R : 254
G : 254
B : 254

R : 255
G : 145
B : 242

R : 249
G : 254
B : 255

R : 116
G : 230
B : 241

R :  66
G : 166
B : 200

R : 0 
G : 7
B : 0

R :  93
G : 255
B : 242

R : 249
G : 254
B : 255

랙, 퍼플 등의 어두운 톤으로 연출하였다. 의상의 
경우, 경쾌하고 다이나믹한 이미지의 밝고 화사한 
톤의 채도와 명도가 대체로 높은 레드, 옐로우, 핑
크, 블루, 블랙 색채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헤
어의 경우, 블랙, 옐로우, 브라운 등 캐릭터마다 각
기 다른 다양한 색채를 갖고 있어, 각 캐릭터마다 
뚜렷한 특징을 부여하고 있었다. 신발이나, 머리 
장신구 등의 악세서리는 의상과 비슷한 색채 조합
으로 캐릭터 전체의 조화를 띄고 있었다. 하나의 
캐릭터 복식 색채는 3～4도 정도로 다양한 색을 사
용하기 보다는 몇몇 색채만을 선택하여 주로 단순
한 색채조합을 보이고 있었으며, 명도나 채도가 높
아 선명하고 맑은 색채로 주로 원색 계열의 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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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테일즈런너 색채 팔레트
온라인 게임 색채 팔레트
테일즈런너

색채를 사용하여 헤어, 의상, 악세서리 등을 연출
한 것이 테일즈런너 캐릭터 복식 색채의 특징이
다.

테일즈런너의 경우, 전체적인 캐릭터 의상 색채 
팔레트는 화이트, 블랙, 다크 그레이 등의 무채색 
계열이 주된 메인 색채로 사용되었으며, 각 캐릭터 
이미지에 따라 퍼플, 화이트 블루, 레드 계열의 색
채를 액센트 색채로 사용하고 있다.

<표 7> 샷온라인 색채 분석
샷온라인

캐릭터 색채
의상 헤어 악세서리

R : 199
G : 192
B : 176

R : 66
G : 60
B : 94

R : 218
G : 211
B : 195

R : 251
G :  17
B :   6

R : 20
G : 22
B : 21

R : 231
G : 228
B : 219

R : 252
G : 220
B : 220

R : 229
G : 108
B : 150

R : 218
G : 182
B :   5

R : 230
G : 101
B : 141

R : 121
G : 125
B : 154

R : 130
G : 170
B :  97

R : 216
G : 193
B : 113

R : 20
G : 20
B : 20

R : 114 
G :   4
B :   5

R : 255
G : 191
B :  61

R : 92 
G : 81
B : 79

R : 195
G : 103
B :   0

R : 20
G : 21
B : 21

R : 233
G : 233
B : 235

R : 41
G : 41
B : 39

R : 20
G : 21
B : 21

R : 208 
G : 181
B :  81

R : 127
G : 127
B : 127

R : 73
G : 73
B : 73

R : 208
G : 208
B : 208

R : 76
G : 52
B : 28

R : 149
G :  99
B :  48

2) 샷온라인
샷온라인(http://shotonline.hangame.com/)은 스포츠 

RPG 골프 게임이다. 스포츠 게임과 RPG 요소를 
결합해 만들어진 사실적인 게임 진행과 실감나는 
3D 그래픽과 자신의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RPG 속
성이 어우러진다. 여러 사용자와 함께, 골프 코스를 
따라 실제 프로골퍼가 된 것처럼 골프를 즐길 수 
있으며, 채팅을 통한 커뮤니티를 통해 골프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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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소녀게임 ‘스파이크걸즈’ 한빛소프트 통해 서비스,” [게임동아 (게임종합정보사이트)] (2007년 11월 21일 

[2009년 5월 28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gamedonga.co.kr/

으로 게이머의 취향에 따라 코디네이션 할 수 있다. 
특히 30～40대를 겨냥한 성인층의 온라인 골프 게
임인 샷온라인은 온라인상에서 실제 골프장을 배
경으로 최대한 사실적으로 구현해 내었으며, 다양
한 골프 대회를 통해 게이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커뮤
니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샷온라인의 캐릭터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캐릭터들은 이름, 국
적, 나이, 성격 등은 캐릭터의 특징을 나타내고, 체
력, 기술, 힘 등을 설정하여 각 캐릭터의 고유한 이
미지를 나타낸다. 

각 캐릭터의 따라 의상, 헤어, 악세서리에서 특징
적인 색채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색채는〈표 6〉
과 같다.

샷온라인은 주로 10대나 미성년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다른 온라인 게임과는 달리 성인층 온라인 골
프 게임으로 보다 사실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으로 
어둡고 차분한 톤의 색채가 나타난다. 각 캐릭터의 
성격에 따라 자유롭고 정열적인 이미지는 레드, 사
랑스럽고 성숙한 이미지는 핑크, 과묵하고 성실한 
이미지는 블랙 계열 등으로 의상에 색채 변화를 주
어 각 캐릭터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대체적으로 캐
릭터 의상의 색채는 하나의 색채에서 명도를 달리
하여 그라데이션 효과로 사실성을 강조한 것이 특
징이다. 다른 온라인 게임 캐릭터들에 비해 명도나 
채도가 중간이거나 낮아 블랙, 다크 그레이, 딥 옐
로우, 브라운의 어두운 무채색을 띄고 있다. 난색계
열의 옐로우나 핑크 컬러의 경우도 채도나 명도가 
중간이거나 낮아 차분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또한 
남성 캐릭터는 블랙, 다크 블루, 딥 옐로우 등, 여성 
캐릭터는 핑크, 화이트, 라이트 그레이 등을 나타내
어 남녀 간의 색채대비를 나타내고 있었다. 헤어 
및 악세서리의 경우, 샷온라인 게임 또한 레드, 옐
로우, 화이트, 블랙 등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여 캐

<표 8> 샷온라인 색채 팔레트
온라인 게임 색채 팔레트

샷온라인

릭터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었다. 
샷온라인의 경우, 전체적인 캐릭터 의상 색채 팔

레트는 블랙, 다크 그레이, 그레이, 다크 옐로우가 
주된 메인 색채로 사용되었으며, 각 캐릭터 이미지
에 따라 핑크, 레드, 화이트 등의 높은 명도, 채도의 
색채를 액센트 색채로 사용하고 있다.

3) 스파이크 걸즈
스파이크 걸즈(http://sg.hanbiton.com/)는 미소녀 

스포츠 온라인 게임으로 미소녀와 족구를 소재로 한 
게임으로 족구의 느낌을 재현한 생동감 넘치는 게
임 플레이와 다양한 미니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다19). 
일본 애니메이션과 같은 캐릭터를 강조한 캐주얼 
스포츠 장르에 어울리는 스포티한 컨셉으로 다양
하고 화려한 기술을 사용한다. 특히 다양한 매력을 
가진 미소녀들이 등장해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며, 
전략적인 팀플레이와 캐릭터 수집 및 다양한 아이
템 사용이 가능하다. 캐릭터 미소녀들을 닮은 연예
인 찾기 등의 이벤트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이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파이크 걸즈의 캐
릭터는 총 5명의 구성되어 이름과 성격 등이 부여
되어 있으며, 캐릭터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한다. 스
피트, 순발력, 리시브, 토스, 공격, 지구력 등을 통
해 족구 능력을 제시하며, 각 부분에 강약점으로 캐
릭터 능력을 알아볼 수 있다. 

각 캐릭터의 따라 의상, 헤어, 악세서리에서 특
징적인 색채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색채는〈표 
7〉과 같다.

스파이크 걸즈는 예쁘고 귀여운 미소녀들의 캐
릭터가 족구라는 스포츠와 결합한 독특한 게임 방
식의 스포츠 온라인 게임으로, 주로 게이머들이 남
성이라는 점에서 미소녀의 캐릭터들의 예쁘고, 귀
엽고, 섹시한 이미지를 캐릭터의 실루엣이나 색채
를 통해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스파이크 걸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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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스파이크 걸즈 색채 분석
스파이크 걸즈

캐릭터 색채 헤어 악세서리

R : 240
G : 246
B : 246

R : 255
G : 201
B :  41

R : 160
G : 212
B : 210

R : 133 
G :  77
B :  52

R : 248
G : 207
B :   1

R : 255
G : 235
B : 234

R : 188
G : 182
B : 182

R : 240
G : 246
B : 246

R : 180
G : 127
B : 109

R : 94
G : 94
B : 94

R : 46
G : 46
B : 46

R : 49
G : 85
B : 145

R : 16 
G : 16
B : 16

R : 233 
G : 218
B : 213

R : 67
G : 34
B : 25

R : 252 
G : 247
B : 243

R : 57
G : 46
B : 42

R : 210
G : 193
B : 175

R : 196
G :  18
B :  18

R : 111
G : 99
B : 87

R : 251
G : 217
B : 143

R : 16 
G : 16
B : 16

R : 46
G : 46
B : 46

R : 182
G : 181
B : 179

R : 21 
G : 21
B : 21

R : 172
G : 79
B : 74

R : 106 
G :  60
B : 109

R : 59
G : 59
B : 57

R : 182
G : 181
B : 179

캐릭터들이 족구라는 강한 남성스러운 스포츠와는 
달리 캐릭터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과, 예쁘고 귀
여운 미소녀의 이미지와 여성성을 강조한 실루엣
이 특징적이다. 캐릭터에 나타난 컬러는 대체적으
로 채도나 명도가 중간이거나 낮아 부드럽고 온화
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귀여운 이미지에는 
옐로우나 레드, 화이트 계열로, 섹시하고 강인한 이
미지에는 블루나, 블랙, 퍼플 계열의 색채로 나타난
다. 특히, 스파이크 걸즈 캐릭터의 특징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인 가슴과 힙을 강조한 실루엣과 짧은 

<표 10> 스파이크 걸즈 색채 팔레트
온라인 게임 색채 팔레트

스파이크 걸즈

하의, 타이트한 상의 등의 노출을 통해 여성성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스파이크 걸즈 캐릭터 복식에 나타난 색채는 대
체적으로 3～4도 정도의 단순하고 단조로운 색채
를 의상, 헤어, 악세서리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톤 다운된 베이지, 옐로우, 그레이 등의 색채
는 부드러운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강
하고 터프한 이미지의 캐릭터는 블랙, 퍼플, 다크 
그레이 등을 사용하여, 대담하고 남성스러운 이미
지를 나타내었다. 헤어의 경우, 옐로우, 브라운,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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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 등이며, 악세서리의 경우, 대체로 의상과 같은 
계열을 사용하거나 블랙, 다크 그레이, 베이지 등으
로 자연스러운 조합을 나타내었다. 특히, 많은 색채
의 사용보다는 몇 가지 색채로 의상의 통일감을 주
고 있으며, 채도와 명도가 중간이거나 낮아 차분한 
톤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스파이크 걸즈의 경우, 전체적인 캐릭터 의상 색
채 팔레트는 중간 명도와 채도의 화이트, 블랙, 베
이지 계열 등이 주된 메인 색채로 사용되었으며, 
각 캐릭터 이미지에 따라 레드, 옐로우, 블루 등의 
색채를 액센트 색채로 사용하고 있다.

4) 온라인 게임 캐릭터 복식 색채 팔레트
온라인 게임 캐릭터 복식에서 추출한 결과를 바

탕으로 한 색채와 이를 바탕으로 공통된 색채를 추
출한 결과를 색채 팔레트로 제작하면〈표 8〉과 같다.

테일즈런너는 화이트, 블랙이나 그레이 등을 주
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원색 계열로 명도
나 채도가 높은 블루, 핑크, 화이트 계열 색채의 밝
고 화사한 톤으로 다이나믹하고 경쾌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샷온라인은 옐로우, 블랙, 다크 그
레이 등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명도나 채도
<표 8> 온라인 게임 캐릭터 복식 색채 팔레트

온라인 게임 색채 팔레트
테일즈런너
샷온라인
스파이크 걸즈
공통된 색채

<표 9> 트렌드 색채와 온라인 게임 캐릭터 복식 색채 비교
온라인 게임 색채 비교

2009 S/S color

테일즈런너
2009 S/S color

샷온라인
2009 S/S color

스파이크 걸즈 

는 톤 다운된 색채의 블루, 핑크, 브라운 등의 색채
를 사용하고 있다. 주로 중간 음영으로 그레이 색
채의 무채색 계열이 나타나 차분하고 무거운 이미
지를 나타내고 있다. 스파이크 걸즈는 레드, 옐로
우, 블랙, 블루 계열의 색채를 사용하고 있으며, 채
도와 명도가 높은 옐로우와 레드를 제외한 나머지 
색채는 중간 음영의 톤 다운된 색채감으로 차분하
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주로 화이트, 
블랙, 톤 다운된 라이트 그레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드럽고 옅은 색채를 나타내고 있다. 테일즈런너, 
샷온라인, 스파이크 걸즈 색채 팔레트 분석을 바탕
으로 공통된 색채를 추출한 결과, 레드, 옐로우, 화
이트, 블랙, 블루, 브라운 계열이 사용되었으며, 주
로 사용된 주된 메인 색채는 화이트, 블랙, 그레이
로 나타났다. 명도나 채도는 중간 정도로 나타나며, 
레드, 블루 계열은 보조 색채로 높은 채도와 명도
로 나타났다. 

3. 캐릭터 복식 색채와 트렌드 색채 비교 분석
위에서 분석한 각 온라인 게임 캐릭터 복식의 색채

를 바탕으로 추출한 색채칩과 2009년 S/S 트렌드 색
채로 제시된 색채칩을 비교한 결과는〈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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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온라인 게임 의상 색채와 트렌드 색채 팔레트 비교 분석
온라인 게임 이미지 및 특징 색채비교 공통점 차이점 색채 이미지분석

2009 S/S Color
Electrochok

-유머, 일상의 
즐거움, 액티브한 
스포츠와 가상 
이미지 표현

-황녹색, 화려한 
오렌지, 블루, 
핑크, 퍼플과 
클래식한 그레이 -명도와 채도가 

높은 원색 계열의 
선명한 색채
-레드와 오렌지 등 
계열의 밝은 
색채가 트렌드 
색채와 유사

-트렌드 색채에는 
없는 만화적 
색채가 강한 높은 
명도와 채도의 
밝은 핑크, 블루가 
자극적으로 
표현되어 전체적 
트렌드 색채 
팔레트와의 
부조화

-경쾌하고 
다이나믹한 게임 
캐릭터 이미지와 
선명하고 밝은 
스포츠와 가상 
이미지를 표현한 
트렌드 색채 
이미지와의 조화
-고채도와 명도의 
핑크와 블루가 
전체적 색채 
구성을 방해

테일즈런너

-전체이용가 액션 
달리기 게임
-동화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테마연출
-귀엽고 경쾌한 
이미지

-선명한 레드, 
옐로우, 핑크와 
다크한 블루, 
그레이

2009 S/S Color
Inprogress

-바이오와 나노 
테크놀로지의 
인체공학적, 
편안함과 
자연스러운 
이미지 표현

-부드러운 그레이, 
화이트를 
베이직으로 한 
블랙, 딥블루의 
어두운 색채

-중간 채도와 
명도의 무채색 
계열
-톤 다운된 레드, 
옐로우, 
화이트그레이 
등의 색채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트렌드 색채와 
유사

-사실성을 강조한 
게임의 특징으로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트렌드 색채와 
달리 명도와 
채도가 낮은 
어두운 무채색 
계열이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고채도 
고명도의 
핑크계열이 
팔레트 조화를 
방해

-디테일한 
사실성을 강조한 
게임 이미지와 
자연의 네츄럴한 
이미지의 차분한 
색채 트렌드 
색와의 연결의 
조화
-전체적으로 
어두운 계열의 
무채색이 
역동적인 스포츠 
게임의 분위기를 
무겁게 함

샷온라인

-성인층 온라인 
골프 게임
-사실적인 배경 
구현과 게임 진행
-사실적이며, 
자연스러운 
이미지

-다크 그레이, 딥 
옐로우와 브라운.
톤 다운된 핑크와 
레드

2009 S/S Color
Inprogress

-바이오와 나노 
테크놀로지의 
인체공학적, 
편안함과 
자연스러운 
이미지 표현

-부드러운 그레이, 
화이트를 
베이직으로 한 
블랙, 딥블루의 
어두운 색채

-중간 채도와 
명도의 무채색 
계열이 트렌드 
색채와 유사

-고채도, 고명도의 
밝은 레드, 블루가 
만화적 캐릭터 
색채이미지를 
구성. 중간 명도, 
채도의 블랙, 
그레이 계열의 
색채와 밝은 
계열의 색채 
구성과의 차이로 
전체적인 트렌트 
색채와의 부조화

-귀엽고 예쁜 
미소녀 
캐릭터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무거운 계열의 
색채 사용과 
무분별한 
색채구성이 
트렌드 색채와의 
연결의 부조화가 
나타나며, 
자연스럽고 
편안한 이미지의 
트렌드 색채 
이미지와 다르게 
나타남

스파이크 걸즈 

-미소녀와 족구를 
소재로 한 스포츠 
온라인 게임
-다양한 매력의 
미소녀 캐릭터 
캐주얼 스포츠 
장르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컨셉
-역동적이며, 
귀엽고 섹시한 
이미지

-밝은 옐로우, 
레드, 화이트와 
블루
-톤다운 된 블랙과 
딥 퍼플 등의 
어두운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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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각 온라인 게임 캐릭터 복식의 색채를 바
탕으로 추출한 색채 팔레트를 2009년 s/s 트렌드 색
채로 제시된 테마와 유사한 팔레트를 선택하여 이
미지 및 특징, 색채 비교, 공통점, 차이점, 색채 이
미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표 10〉과 같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게임 캐릭터 복식 색채

와 패션 색채 트렌드와 비교 분석 함으로써 온라인 
게임이 패션산업과의 교류를 통해 색채의 감성을 
온라인상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는 데
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패션 산업의 응용 범위 확
대를 제고하는 데에 있다.

인간은 사회 문화와 소통하며 인간의 개성 및 이
미지를 다양한 문화로 표현한다. 온라인 게임의 경
우 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문화 컨텐츠 산업으
로 문화를 반영한 캐릭터 이미지를 형성한다. 온라
인 게임의 캐릭터 유형은 문화 트렌드 유형과 대응
하고 있다.

온라인 캐릭터 색채를 분석한 결과, 테일즈런너
에서 다이나믹한 캐릭터 이미지는 고명도와 고채
도의 레드, 옐로우, 핑크 등의 난색 계열을 많이 사
용하였으며, 샷온라인에서는 진지하고 차분한 캐릭
터 이미지는 중간 채도와 명도의 무채색 계열을 사
용하였다. 스파이크 걸즈는 고채도와 고명도의 옐
로우와 레드를 사용함으로써 귀여운 이미지를, 블
랙과 퍼플을 사용하여 섹시하고 강한 이미지를 표
현하였다. 분석 결과와 같이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
임은 캐릭터 이미지를 색채 테마로 표현한다. 패션 
트렌드 색채의 경우, 위의 결과와 같이, 매 시즌마
다 시대의 문화 흐름에 맞는 트렌드 테마를 제시하
여, 색채 팔레트를 구성한다. 이는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 유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의 색채 및 문화 
트렌드 반영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온라인 게임 캐릭터 복식과 트랜드 색채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테일즈런너는 원색 계열의 비비드한 트렌드 색
채 테마와 유사한 색채 구성으로 보였으나, 트렌드 
색채는 유사한 채도와 명도의 전체적인 색채와 포

인트 색채를 생동감 있게 제시한 반면, 만화적 캐
릭터의 이미지가 강한 테일즈런너의 경우, 고채도
와 고명도의 레드, 블루의 디지털적인 자극적인 색
채가 전체적으로 색채 팔레트의 구성의 조화를 방
해하고 있다. 골프로 사실적인 게임 테마를 배경으
로 하는 샷온라인의 경우, 트렌드 색채와의 비교에
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스포츠라는 
역동적인 게임 테마와 달리 무채색 계열의 색채 구
성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이 지
적될 수 있다. 스파이크 걸즈의 경우, 여성스럽고 
섹시한 캐릭터 이미지 특징을 나타내기에는 부족
한 단조로운 색채 사용과 고채도와 고명도의 색채
가 전체적인 색채 조화를 방해하고 있다. 이와 같
이 2009년 S/S 테마별 트렌드 색채를 바탕으로 온
라인 게임 캐릭터 색채와 유사한 색채 테마를 선택
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온라인 게임 캐릭터 색채
가 캐릭터의 이미지와 특징에 집중하여 각 캐릭터
의 성격이나 능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색채를 사
용하고 있었으며, 단조로운 색채 사용과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은 지루하거나 식상하고 자극적인 색
채를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각 
게임 사이트 캐릭터의 이미지 및 특징에 따른 복식 
색채 구성에 있어서는 트렌드 색채 팔레트를 반영
할 필요성이 있음이 사료되어진다. 테일즈런너의 
경우, 색채 팔레트 구성시 자극적인 핑크, 블루 계
열보다는 electrochok 트렌드 색채에서 제시한 톤 
다운된 블루 또는 퍼플과 밝은 그레이의 색채를 적
용하고, 샷온라인의 경우, 역동적인 스포츠 게임의 
특징에 맞는 2009 powerful 테마의 색채 팔레트를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스파이크 걸
즈의 경우, 여성적인 캐릭터와 액티브한 스포츠의 
결합에 의한 온라인 게임과 같이, tomorrowland 테
마와 powerful 테마의 결합이 더 효과적으로 보여 
진다.

패션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 따라 매 
시즌마다 제시되는 트렌드 색채를 반영하여 색채
구성을 한다. 반면, 온라인 게임 캐릭터 색채의 경
우, 트렌드에 의한 변화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캐릭터 이미지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난
다. 패션이 문화유형에 따라 트렌드를 반영하며 패
션 주기를 만들어 내듯이 문화를 반영하며 인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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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문화 산업인 온라인 게임도 트렌드를 반
영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끊임없이 패션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한 발전
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분석 결과, 온라인 게임 캐릭터 산업과 패
션 산업과의 교류의 중요성 및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색채를 통해 패션 브랜드의 이미지와 개성 
캐릭터의 성격이나 특징에 맞는 특정 의상 색채와 
일치시켜 패션 브랜드와 온라인 게임 캐릭터상의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나타낼 수 있다. 일방적인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
터 의상 색채를 통해 자연스럽게 제품의 성격이나 
이미지를 노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
달하고, 상기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디지털미디어에 나타나는 다양한 색채의 
시각적 이미지는 무의식적인 감각적 영상으로 각
인되면서 패션 상품의 선택 시 중요한 내적 요소로 
작용한다. 색채는 사회문화, 소비자의 개성, 트렌드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 패션 기업의 트렌
드정보를 바탕으로 진부하지 않은 새로운 게임 아
이템과 트렌드 색채를 선보일 수 있다. 유행 색채
는 소비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게임 컨셉
에 맞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게임 산업과 패션 산업의 교류는 
디지털미디어 상호 교류 작용하는 환경 속에서 새
로운 패션 디자인 산업 영역의 창출과 유행의 흐름
을 주도하며 감각적인 패션 문화트렌드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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