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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배가본드>는 요시카와 에이지의 소설 <미야모토 무사시>를 원작으로 하는 만

화이다. 1998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이래 단행본으로는 현재 34권까지 출간되었으

며 권 평균 170만부로 누적 판매량 5400만부 이상을 기록한 대작이다. <배가본

드>는 ‘사람을 사람답게 그린다’는 작가의 원칙에 의하여, 캐릭터의 성격을 자연스

럽게 따라가는 방식으로 서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매우 독특한 캐릭터라이징 특징

을 보인다. 본 연구는 <배가본드>의 수많은 캐릭터들이 강렬한 개성을 갖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대척 관계의 캐릭터 구도 설정을 통해 구조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

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러한 캐릭터의 관계를 분석하기위해 심리검사 도구인 MBTI 

성격유형론을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먼저 MBTI의 기질적 특성으로 성격유형을 추론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심리기능인 인식과 판단의 조합을 기준으로 대척적 캐릭터 구도를 분석하고자 했

다. 이를 통해 캐릭터에 적용된 3가지 구조를 찾을 수 있었다.  ① 중심캐릭터 무

사시와 거울캐릭터 코지로의 대척성이 작품의 중심을 이룬다는 점, ② 그들의 양육

자와 멘토 역할 캐릭터의 대척관계는 무사시와 코지로의 캐릭터성을 확장한다는 

점, ③ 무사시와 코지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역할로서 요시오카 일문 역시 대척적 

구도로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배가본드>는 대비를 이루는 캐릭터들의 

쌍이, 마치 변증법적 합을 이루듯이 설정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배가본드>에서 나타난 캐릭터 구도의 대척적 구조화 전략은, 개성 있는 수

많은 캐릭터의 내면을 차별화하며 깊은 수준으로 묘사할 수 있게 했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비평과 흥행에서 성공한 만화와 애니메이션 분야의 작품들은 캐릭터 중

심이라는 공통된 흐름을 읽을 수 있는데, 이는 소설이나 영화와는 구별되는 특성으

로서 캐릭터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캐릭터라이징 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콘텐츠 생산 시 참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배가본드, 이노우에 다케히코, 캐릭터라이징, 대척적 캐릭터 구도, 

MBTI 성격유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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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노우에 다케히코(井上雄彦)1)의 작품 <배가본드>는 우리나라

에도 잘 알려진 <슬램덩크> 이후 2000년대 최고의 인기작으로, 

요시카와 에이지의 소설 <미야모토 무사시>를 원작으로 했으며 

일본의 잡지 ‘주간 모닝’에 1998년부터 연재를 시작했다. 단행

본으로는 현재 34권까지 출간되었으며 권 평균 170만부로 누적 

판매량 5400만부를 기록한 대작이다. 작가 이노우에 다케히코(井

上雄彦)는 사람을 사람답게 그리고자 하는 자신만의 원칙에 따라 

스토리를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 캐릭터의 성격이 이끄는 대로 따

라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캐릭터들의 개성과 심리묘

사가 탁월한 작품으로 평가되며 작품성과 흥행 면에서 일본 최고

의 만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배가본드>는 매우 독창적인 캐릭터 중심의 서사 전략을 취하

고 있다. 개성 있는 캐릭터를 창작하기는 쉽지만, 그들이 자연스

럽게 어우러지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즉 작품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때

문에 자칫 서사가 산만해질 수 있었지만, 주요 캐릭터 간의 대비

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통하여 독자가 미야모토 무사시 중심의 거

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척적 

캐릭터 구도 설정의 전략과 그 효과에 주목했다. <배가본드>의 

주된 내용은 미야모토 무사시2)가 명성을 얻게 된 두 개의 사건으

로 이루어진다. 즉 요시오카 일문과의 대결, 그리고 운명적 라이

* 이 논문은 2013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1) 이노우에 다케히코, 히로미 이토, 만화가 시작된다, 학산문화사, 2009, 저

자소개 참고: 1967년 일본 생, 1988년 소년점프 신인만화공모전인 제35회 데

즈카 상에 <마에데 퍼플>로 입선하며 데뷔.

2)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2013.03.23 : 미야모토 무사시(宮本武

藏,1584~1645.6.13), 일본 에도 시대, 60여 차례의 결투에서 모두 승리한 전

설적 검술가. 어려서부터 여러 곳을 여행하며 검술을 익힌 결과, 쌍검을 사용

하는 검도인 니토류(二刀流)를 개발하여 니텐이치류(二天一流)의 시조가 되었

다. 특히 무도의 비법을 기록한 저서인 <고린쇼(五輪書)>는 병법서로 유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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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사사키 코지로와의 결투이다. 이러한 메인플롯을 주축으로, 

무사 수행하는 무사시와 만나며 영향을 주고받는 수많은 인물들

과의 일화가 서브플롯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등장하는 캐릭터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메인플롯과 관계

되는 핵심 캐릭터들만을 분석대상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캐릭터들의 성격과 대척 구도를 파악

하기 위해서 심리검사 도구인 MBTI 성격유형론의 특징에 대해 알

아본다. 3장에서는 캐릭터의 변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대비

의 요소를 설정한다. 4장에서는 MBTI 성격유형론을 분석틀로 활

용하여 캐릭터를 분석한다. 먼저, 외부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

징을 근거로 기질적 분류를 하고, 선호경향에 의한 행동과 생각

의 방향을 추적하여 주기능을 추론하면, 자연스럽게 캐릭터의 성

격유형을 정의할 수 있다. 5장에서는 중심캐릭터 무사시와 거울

캐릭터 코지로를 중심으로, 무사시에게 영향을 미친 주요 캐릭터

들의 대척 관계를 분석한다. 이때 MBTI의 선호경향 중 심리기능

인 인식과 판단의 조합에 따른 대척적 캐릭터 구도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개성 있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작품의 주제에 기여하며 

서사를 풍부하게 만드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

서 결론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서술한다.

Ⅱ. MBTI 성격유형론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1900년부터 1975년까지 

캐서린 브릭스와 이사벨 마이어스가 인간심리의 차이점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이다. MBTI의 이론

은 인간의 행동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일정한 패턴을 지니고 있다

는 융의 성격 유형론에서 출발하였으며, 인식과 판단의 기능을 

추가하여 4쌍의 선호경향에 의한 16가지 심리유형으로 구분하였

다.3)  MBTI의 이분법적 구성에 의한 선호경향은 인간이 교육이나 

3) 한국MBTI연구소, http://www.mbti.co.kr, 2013.2.15, MBTI 이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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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영향을 받기 전에 잠재된 경향성을 말하며 이것은 개인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4가지 반대되는 선호 중 한쪽 선호를 띄게 

된다.4) 외향과 내향은 선호하는 정신작용의 초점을 외부 세계 또

는 관념의 세계에 맞추도록 한다.5) 감각과 직관은 정보 인식 방

법의 선호경향으로 오감 또는 직관을 활용한다. 사고와 감정은 

의사를 결정할 때 판단하는 기능을 말한다. 판단과 인식은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6) 4가지 선호경향은 그 특징

에 따라 <표 1>과 같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타난다.

기능 선호경향 대표적 표현

에너지 방향

주의초점

외향(E)

Extraversion

외부 활동을 통해 에너지 충전,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 말을 

통한 의사소통을 선호, 생동감이 넘치고 활동적 

내향(I)

Introversion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에너지 충전,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

계 형성, 글을 통한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 조용하고 신중

인식기능

(정보수집)

감각(S)

Sensing

오감을 통해 경험한 정보를 더 잘 받아들임, 구체적 표현,

현재에 초점을 맞춤, 실용성을 추구하고 현실적

직관(N)

iNuition

직관에 의한 개념적인 정보를 더 잘 받아들임, 추상적 표현,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적으로 살펴봄, 미래의 가능성이 중

요

판단기능

(판단, 결정)

사고(T)

Thinking

의사결정 시 원리원칙이 중요하고 객관적으로 판단, 이성적,

사실에 주된 관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분석함

감정(F)

Feeling

의사결정 시 주관적 가치에 근거해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 

감성적, 관계성에 주된 관심, 타인의 의견에 잘 공감함

이행양식

생활양식

판단(J)

Judging

조직적이고 구조화된 환경 선호, 행동 전 미리 계획을 세움,

미리 준비해서 여유롭게 끝냄,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을 가

짐

인식(P)

Perceiving

새로운 것에 대해 유연하고 개방적, 계획 전 먼저 행동을 시

작, 마지막 순간에 집중해서 끝냄, 목적과 방향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함

표 1. 4가지 선호경향의 대표적 표현7)

4) 한국MBTI연구소, http://www.mbti.co.kr, 2013.2.15, 4가지 선호경향 참조. 

5)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정명진 역, 성격의 재발견, 부글북스, 2008, 

p.44.

6) 김정택·심혜숙, 16가지 성격유형의 특성(개정판, 한국심리검사연구소, 

2013, p.10.

7) 김정택·심혜숙, 16가지 성격유형의 특성(개정판), 앞의 책,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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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성격유형지표로서 선호경향의 분류에 의한 방법론은 그 

신뢰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외부의 관찰만으로 

모든 선호경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16가지 성격유

형의 전형적 특징 역시 직업과 사회적 역할이라는 변수에 의해 

타 유형의 특징으로 잘못 해석될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

랜 관찰과 수차례의 상담을 통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만화 속 캐릭터에 인간의 심리유형을 구체적인 수

준에서 일관되게 반영되었으리라 기대하기 힘들며 무엇보다도, 

캐릭터의 무사라는 직업적 특성과 수행에 관련된 일화만을 관찰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호경향

에 대한 해석의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① <표 2>와 같이 외부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미지나 태도를 근거로 4가지 기질적 특성 

중에서 분류한다. ②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추적하여 주기능을 

추론한다. 주기능은 개인의 선천적인 선호를 말하며, 가장 선호

하는 심리기능(S와 N, T와 F)을 외향적 또는 내향적으로 사용하

여 <표 3>과 같이 8가지 구별되는 방법들로 표현된다.8) ③ MBTI 

유형도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심리기능인9) 인식(S와 

N)과 판단(T와 F)의 조합을 성격의 핵심적 척도로 본 연구에 적

용하고자 하였다.

기질 태도 이미지

SJ 

(전통주의자)

성실, 보수적, 완고, 책임감, 전통적 

권위를 중시

보수적이고 사무적

인

SP 

(경험주의자)

즉흥적, 행동지향, 자율성, 개방적, 즐

거움의 추구

자연스럽고 꾸미지 

않은

NF 

(이상주의자)

이상적, 표현지향, 공감력, 온정적, 갈

등을 회피

개인적인 취향이 반

영된

NT 

(합리주의자)

직설적, 독립적, 분석적, 자신감, 일상

에 무관심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한

표 2. 4가지 기질적 분류의 특성10)

8) 캐서린 D 마이어스·린다 K 커비, 김정택 외 역, 심리유형의 역동과 발달,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9, p.4.

9)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메리 H 맥콜리, 김정택 외 역, MBTI 개발과 활용, 
어세스타, 2007, p.54. 

10) 데이비드 커시, 정혜경 역, 성격을 읽는 심리학, 행복한 마음, 2006,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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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능 특징 유형

IS 내향적 

감각
정확하고 현실적인 정보에 대한 주의 깊은 기억 ISTJ, ISFJ

ES 외향적 

감각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는 즐거움 ESTP, ESFP

IN 내향적 

직관
명확하고 복합적인 통찰력 INTJ, INFJ

EN 외향적 

직관
가능성과 선택적 조건에 대한 열정적인 통찰력 ENTP, ENFP

IT 내향적 

사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내적으로 논리적인 조직화 ISTP, INTP 

ET 외향적 

사고
외부세계에 대한 결단력 있고 논리적인 조직화 ESTJ, ENTJ

IF 내향적 

감정

명확한 내적가치와 투신 측면에서 인간에 대한 

예민한 평가
ISFP, INFP

EF 외향적 

감정
타인을 인정하고 지지하여 세계 속의 조화 창조 ESFJ, ENFJ

표 3. 8가지 주기능의 특성11)

ST SF NF NT

선호경향 감각과 사고 감각과 감정 직관과 감정 직관과 사고

주의집중 사실 사실 가능성 가능성

처리하는 

기능
객관적 분석

인간적 

따뜻함
인간적 따뜻함 객관적 분석

기울어지는 

경향

실질적, 

사실적

동정적, 

우호적

열정적, 

통찰적

논리적, 

창의적

능력 발휘 

분야

물건과 사실을 

다루는 기술적 

분야

타인을 위한 

실제적 

봉사분야

타인과 이해, 

상호 소통하는 

분야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분야

표 4. 심리기능 인식과 판단의 조합12)

참조.

11) 캐서린 D 마이어스·린다 K 커비, 앞의 책, p.29. 

12)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메리 H 맥콜리, 앞의 책,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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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캐릭터 대비의 요소

이노우에 다케히코(井上雄彦)의 작품은 캐릭터 포지셔닝에 있

어서 대비적 특징이 두드러진다. 그의 대표작 <슬램덩크>, <버저

비터>, <배가본드>, <리얼>에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들은 모두 대

비의 쌍을 이룬다. 이중 <배가본드>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농구를 소재로 한 만화로서 5명의 선수, 코치, 매니저 등이 

주요 등장인물로 구성되며, 경기에 따라 다양한 상대팀 선수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수 5명이 서로 변별력 있는 개성

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캐릭터들은 반드시 대비의 쌍

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캐릭터 대비에 관

한 작가의 캐릭터라이징 성향은 <배가본드>에서 무사시와 코지로

를 메인플롯의 중심캐릭터와 거울캐릭터로 설정하면서 매우 극단

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다양한 서브플롯에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

들의 구성까지 대비를 이룸으로써 작품 전체의 캐릭터 포지셔닝

을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한다. 

캐릭터의 변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수없이 다양하겠으

나, 크게 4가지 단위 즉, ① 외형적 요인, ② 성격적 요인, ③ 

환경적 요인, ④ 역할로 분류할 수 있다. 외형적 요인과 성격적 

요인은 개체로서 캐릭터 고유의 특성이지만, 유사하거나 동일한 

특성을 가진 캐릭터라 할지라도 환경적 요인과 역할이라는 변수

에 의해 최상 또는 최악의 상태로 설정되고, 결과적으로 생각과 

행동이 매우 다른 방향성을 가지며 발전할 수 있다.13) 따라서 총

체적인 캐릭터의 특성이란 앞의 4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결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표 4>와 같이 캐릭터 대비의 요인

을 분류하였다. 

13) 양세혁·김일태,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히로인의 성격구조

｣, 한국콘텐츠학회지, 제8권 제8호(2008), p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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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외형적 

요인

성별, 나이, 인상, 체형, 머리와 의상 스타일

태도 또는 신체언어 스타일

특수한 신체적 능력 또는 장애

성격적 

요인
외향적, 내향적/ 객관적, 주관적/ 논리적, 감정적/ 판단적, 인식적

환경적 

요인

시간적, 공간적 배경

사회적 계층, 경제적 계층

성장환경

역할적 

요인

중심캐릭터, 거울캐릭터, 대립캐릭터/ 조력자, 중재자/ 양육자, 

멘토 등

표 5. 캐릭터 대비의 요소

Ⅳ. <배가본드> 캐릭터의 성격유형 

1. 캐릭터 구성

<배가본드>의 전체 스토리는 에도시대, 미야모토 무사시의 전

설적인 무사수행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당시 

일본 사회에 충격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다양한 서

사장르에서 회자되고 있으며 대부분, ① 무사시와 코지로의 간류

섬 결투, ② 무사시와 요시오카 일문의 결투라는 2개의 역사적 

사건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배가본드> 역시 그 2개의 사건을 

메인플롯으로 하고, 그 흐름 아래의 하위플롯에서 무사시와 코지

로의 무사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일화들을 묘사하고 있다. 작품 

전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메인플롯의 범

위만으로도 수많은 관련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메

인플롯과 관련된 캐릭터 중에서 무사시와 코지로의 형성에 큰 영

향을 미친 양육자와 멘토, 그리고 요시오카 일문의 당주 형제와 

수하로 분석 범위를 한정하였다. 

캐릭터의 등장빈도는 지금까지 출간된 1권부터 34권까지에 등

장한 횟수를 정리한 것으로 <그림 1>과 같다. 중심캐릭터 무사시

는 총 28회로 압도적으로 많다. 코지로는 14회로 무사시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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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지만, 14권부터 20권까지 몰입하여 소개할 정도로 거울

캐릭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캐릭터이다. 그 외의 주요 캐릭

터들을 보면, 양육자보다 멘토 역할의 캐릭터 비중이 훨씬 높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멘토 캐릭터가 내적성장과 경험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무사수행자로서 무사시와 코지로의 캐릭터성을 확

장하는데 더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요시오카 

일문 중에서는 동생 덴시치로와 그를 보좌하는 료헤이의 비중이, 

형 세이쥬로와 그의 보좌관인 토지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

다. 하지만 이 경우는 무사시의 수행에 관련된 중요성의 관점이

라기보다, 요시오카의 시점을 대표하는 화자가 료헤이라는 점이 

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1. 주요 캐릭터의 등장 빈도 (1권~34권)

메인플롯 관련 캐릭터 역할

미야모토 무사시

&

사사키 코지로

미야모토 무사시 사사키 코지로 주인공

신멘 무니사이 카네마키 지사이 양육자

타쿠앙 이토 잇토사이 멘토

요시오카 일문
요시오카 세이쥬로 요시오카 덴시치로 당주 형제

기온 토지 우에다 료헤이 수하

표 6. 메인플롯의 주요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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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릭터의 기질적 특성에 의한 성격유형 분석

1) 미야모토 무사시

그림 2. 미야모토 무사시14)

무사시는 <배가본드>의 중심캐릭터로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어린 시절 강압적이고 천하무적에 대한 강박에 빠진 

아버지와, 산으로부터 얻은 경험의 영향을 받아 총체적 특성이 

형성되었으며, 실전 중심의 검술로 신체적 능력(오감)을 활용한 

강검이다. 하지만 수행의 과정에서, 직관적이고 추상적인 검도의 

길을 내면의 분석적 사고를 통해 일부분 수용하면서 자신의 한계

를 극복하고 성장한다. 멘토인 타쿠앙으로부터 직관과 감정 기능

의 결핍을 보완 받지만, 검술에 대한 통찰력은 인에이와 세키슈

사이의 영향을 받는다. 날카롭고 거친 인상과 정돈되지 않는 머

리 스타일에 마르고 큰 키의 건장한 체격을 가졌다.

무사시는 검술에 대한 추구와 탐구하는 과정이 묘사되기 때문

에, 상황에 따라서 외향형이라도 내향형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의 어려움에

도 불구하고, 어떤 유형보다도 현재에 몰입하는 모습,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자유스러움, 충동에 대해 즉흥적으로 행동에 옮

김, 도구사용의 능숙함, 자극을 좇으며, 강한 인상을 주고자 하

는 태도 등으로 미루어 기질적으로 SP(경험주의자)형의 전형이라

고 판단할 수 있다. MBTI 성격유형 중 ISFP, ISTP, ESFP, ESTP 

14) 이노우에 다케히코, 배가본드, 학산문화사, 1999~현재, 제25권, p.24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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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SP형에 속하는데, 무사시는 자신의 내면과 몸에 의식을 

집중하는 모습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공감에 서툰 모습 등으로 미

루어 주기능이 내향적 사고형인 ISTP 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유형의 특성에 따라, 무사시는 직관적 깨달음에 의한 방식이 

아닌 실전으로 얻어진 객관적 정보를 분석하여 내화하는 과정에 

의해 수행하기 때문에, 요시오카 형제와 인슌, 야규의 4명의 수

제자, 시시도 바이켄, 요시오카 일문 등의 전투 후에 독백으로 

표현되는 성찰의 과정을 보여준다. 

 

선호

경향
특성 작품에 적용된 예

I(내향)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어려워하며, 

소수의 인물과 깊은 관계를 가짐. 

내면의 갈등에 집중. 독백으로 갈

등에 대한 생각이 표현됨.

인슌과 대결에서 패배 후, 내

적 수행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함.15)

S(감각)

오감 능력이 탁월. 검을 몸으로 느

끼고 경험하여 실질적인 것으로 습

득하려 함.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로 잘 받

아들임.

천하무적에 대해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해석.‘천하무적이란 

목숨을 뺏느냐 뺏기느냐 아닌

가?’16)

T(사고)

인간관계와 감정보다 본인의 일과 

목표를 중요시하며 객관적으로 상

황을 파악하고 해결하려함.

자신의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

여 오츠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

고 자신의 길을 나아감.17)

P(인식)

자유롭고 개방적인 행동을 보이고 

목적과 방향의 변화가 가능. 상황

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남.

세이쥬로가 자신을 암살하려는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대처

함.18)

표 7. 무사시의 성격유형 

15)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6권, pp.70-72.

16)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11권, p.25.

17)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11권, pp.122-123.

18)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1권, pp.15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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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사키 코지로

그림 3. 사사키 코지로19) 

선호

경향
특성 작품에 적용된 예

E(외향)

사교성이 뛰어나고 활동적이

어서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데 

스스럼없음. 외부요청에 의해 

바깥으로 이끌림. 

코쿠라에 도착한 코지로가 스스럼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행동함으로

써 하루 만에 코쿠라의 마을 사람

들과 친해짐.20)

N(직관)

언어대신 행동과 느낌으로 상

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함. 독

특하고 유별난 행동.

바닷가에서 코지로와 대결한 덴시

치로에게 추상적이고 독특하고 느

낌을 전달함.21)

F(감정)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

하려함. 

스승이자 양육자인 늙은 지사이를 

배려하여 대련 할 때 최선을 다하

지 않음.22)

P(인식)
자유분방하여 규범과 공동체 

의식 약함.

코쿠라에서 격식과 규범에 구해 받

지 않고 행동함.23)

표 8. 코지로의 성격유형

코지로는 지사이의 제자 사사키 스케이스의 아들이며, 칼에게 

사랑받는 인물로 묘사된다. 바닷가 마을에서 지사이의 헌신적인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지만,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

다.24) 하지만 장애에도 불구하고, 검을 매개로 한 자신만의 독특

19)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34권, p.32 외.

20)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33권, pp.173-206.

21)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17권, p.122.

22)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16권, p.91.

23)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34권, pp.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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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통 방법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많은 사람들로부

터 호감을 받는다.

작품에서는 코지로가 타인과의 대화는 물론이고 자신의 생각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독백조차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점은 코

지로 성격유형 분석의 문제점으로 작용했지만, 독특하고 창의적

인 태도, 자신의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탁월한 능력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능력으로 보아 기질적으로 NF(이상주의자)형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MBTI 성격유형 중 INFJ, INFP, ENFP, ENFJ 

유형이 NF형에 속하는데, 코지로는 관심이 외부로 향해 있고, 타

인의 행동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채고 상황과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검을 매개로 소통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향적 직관형인 ENFP 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코지로의 검에 의한 소통능력은 매우 특별한데, 마치 그와 대

결한 상대는 코지로로부터 일종의 영감을 전달받는 것처럼 묘사

된다. 예를 들어, 코지로와 대결 후 큰 부상을 입은 덴시치로가 

코지로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료헤이에게 말하는 장면이나,25) 

거구의 검술가가 죽기 직전 코지로의 감정을 읽는 장면,26) 세키

가하라 전투의 패잔병이 코지로의 눈을 보고 감정을 읽어내는 장

면,27) 패잔병 사다코레가 감정을 읽는 장면,28) 패잔병 코운이

‘싸운 상대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이야’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는29) 대결을 통해 상대와 함께 검술의 발전을 이루어낸

다. 또, 요시오카 일문의 미이케와의 대결에서 미이케가 코지로

와 검을 맞대면서 영감을 느끼고,30) 무사시에게는 나뭇가지 놀이

를 통해 검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을 전해준다.31) 코지로의 검술

24) 역사적으로 사사키 코지로가 장애를 가졌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설정은 

완벽히 허구이다.

25)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17권, p.122.

26)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18권, p.53.

27)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18권, pp.148-149.

28)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19권, pp.177-187.

29)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0권, pp.176-203.

30)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3권, pp.24-25.

31)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4권,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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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깨달음으로 시작하였고 그것을 상대에게 전달함으로써 깨달은 

바를 증명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코지로와 결투한 대상은 코지로

에게 매료되거나 깨달음을 얻어간다. 이는 무사시가 대결한 상대

에게 영감을 주기보다 그 경험을 자신에게 내화하는 것과 비교된

다.

3) 양육자

        그림 4. 신멘 무니사이32)       그림 5. 카네마키 지사이33) 

무사시의 아버지 무니사이는 젊은 시절에 장군 어전 시합에서 

요시오카 겐보에게 승리하여 일하무쌍의 병법술자라는 호칭을 받

았다. 하지만 이점은 무니사이의 천하무적에 대한 광적인 집착과 

고립의 원인이 되었으며 무사시의 성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즉 극도로 강압적이고 실전적인 훈육의 결과, 실전상

황의 임기응변 능력과 광폭한 호전성을 심어준 것으로 추정된다. 

무니사이는 강인하고 날카롭고 거친 인상에 건장한 체구의 소유

자로서 짓테와 창처럼 실전의 효용성이 뛰어난 무기를 잘 다룬 

것으로 묘사된다. 

무니사이는 작품 내에서  정보가 극히 적고, 특히 이행양식의 

선호경향인 인식형 또는 판단형의 근거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된 자료에 근거하여 기질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

32)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권, p.186 외.

33)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15권. p.117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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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즉, 대단히 행동 중심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타인에게 각인

시키는 태도 등으로 미루어 SP(경험주의자)형으로 판단된다. 또

한 주기능이 <표 9>에서 보이듯이 내향적 사고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무사시와 동일한 ISTP 유형으로 분류하였

다.

지사이는 코지로의 양육자이며 중조류의 검술가로서 잇토사이

의 스승이다. 나이가 들어 검술가로서 비관에 빠져 살다가, 코지

로를 만나 그를 양육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진정한 애착

과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다. 주름진 외모와 정돈되지 않은 인상

에 왜소한 체구의 소유자로서 검의 정신과 의미에 바탕을 둔 검

술을 추구한다.

작품에 드러난 자시이의 성격은 후반기 완숙된 형태의 선호경

향으로 발달과 역동을 거쳐 고착화된 형태이다. 따라서 젊은 시

절의 성격과는 큰 차이를 가질 수 있으며, 자사이의 본질적 성격

유형이 어떤 것인지 추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작품 내에서 나타

난 특정한 선호경향으로 볼 수 있다. 지사이는 자신이 양육한 코

지로와 동일한 NF(이상주의자)형으로 보인다. 이는 이상적 자아

와 현실적 자아와의 괴리에서 갈등하는 것과 성장지향적이고 타

인을 가르치는데서 만족을 느끼는 모습 등으로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코지로의 양육에 대한 헌신과 사명감, 신념을 위해서 

흔하지 않은 자기희생을 감수하는 장면은, 주기능이 내향적 감정

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INFJ, INFP, ENFP, ENFJ 유형 

중 내향적 감정형은 INFP 유형이며, 따라서 지사이는 코지로와 

비교하여 내향형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동일한 선호경향을 가진

다. INFP 유형은 내면의 갈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추상적

이고 관념적으로 접근한다. 온정적이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타인

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한다. 현실감각이 떨어지고 계획 없이 

결정하고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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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경향
특성 작품에 적용된 예

I(내향)
내면에 몰입하여 외부와 소

통하기 어려움. 과묵한 편.

천하무적에 대한 집착으로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음.34)

S(감각)

실전의 효용성을 중시하는 

짓테의 달인으로, 사실적 정

보를 받아들임.

요시오카 겐보와의 시합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이야기 함.35)

T(사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판단.

천하무적이 둘이 될 수 없다는 판단

으로 어린 무사시(다케조)의 생명을 

위협함.36)

P(인식)
SP적 기질을 고려, 인식형으

로 판단됨.
작품에 나타나는 예시가 없음.

표 9. 무니사이의 성격유형

선호

경향
특성 작품에 적용된 예

I(내향)

무뚝뚝하며 혼자 있기를 좋

아하고 내면의 갈등으로 독

백이 많고 감정기복이 큰 

편.

코지로 발견 후, 코지로의 양육에 

대한 내면의 갈등과 감정 상태가 나

타남.37)

N(직관)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대사를 

사용하며 현실감각이 둔하고 

가치와 신념을 중시함.

바닷가에서 검술을 가르치면서 추상

적인 개념을 설명함.38)

F(감정)

따뜻한 마음을 외부로 잘 표

현하지 못함. 

타인의 요청을 잘 거부하지 

못함.

후도를 물리쳐 달라는 부탁에 대해, 

타인의 사정에 공감하여 거절하지 

못함.39)

P(인식)

뚜렷한 계획 없이 행동하지

만 순발력이 있어 상황에 잘 

적응함.

후도를 물리쳐 달라는 부탁에 치밀

한 계획 없이 일정을 정함.40)

표 10. 지사이의 성격유형

34) 이노우에 다케히코, 위의 작품, 제11권, p.70.

35) 이노우에 다케히코, 위의 작품, 제11권, pp.38-39.

36) 이노우에 다케히코, 위의 작품, 제2권, pp.184-188.

37) 이노우에 다케히코, 위의 작품, 제14권, pp.50-64

38) 이노우에 다케히코, 위의 작품, 제16권, pp.36-37.

39) 이노우에 다케히코, 위의 작품, 제15권, pp.47-54.

40) 이노우에 다케히코, 위의 작품, 제15권,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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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멘토    

       그림 6. 타쿠앙41)               그림 7. 이토 잇토사이42) 

타쿠앙은 여러 성주들과 친분이 있는 삼현원의 승려로서 작품 

전체에 가장 많은 인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된다. 분석 대상 중에

서 유일하게 무사가 아니라 승려를 직업으로 한 캐릭터로서, 감

각적 선호 경향이 강한 무사시에게 현상에 대한 직관과 통찰의 

기회를 주려 노력하는 구원자적인 멘토 역할을 한다. 작품에서는 

대사와 행동이 인물의 관계와 조화를 중심으로 추상적이고 관념

적인 개념을 통해 표현된다. 타쿠앙은 각진 얼굴형에 숱이 많은 

수염라인을 가졌으며 일반인으로서는 건장한 체격에 속한다. 

타쿠앙은 작품 내에서 직관력과 공감력이 크게 부각되는 전형

적인 NF(이상주의자)형이다. 주기능은 무사시의 가능성에 대한 

통찰력과 열정에서 보이듯이 외향적 직관형이다. 즉, ENFJ 유형

으로 자신의 멘티인 무사시와는 심리기능에서 대척된다. 이 유형

은 대단히 활동적이면서, 대사와 행동이 인물의 관계와 조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무사시에게 조언할 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많이 한다. 

잇토사이는 검귀라고 불리며 야규 세키슈사이와 더불어 가장 

천하무적에 가까운 인물이다. 깨달음보다는 기술의 숙련과 경험

을 중요시한다. 검도를 추구하는 야규 세키슈사이의 검술과는 대

41) 이노우에 다케히코, 위의 작품, 제29권, p.103 외

42) 이노우에 다케히코, 위의 작품, 제31권 p.203 외



134

척되는 형태의 검술이고 초기 무사시가 추구했던 검의 완성형에 

가깝다. 잇토사이는 코지로와 같이 여행 하면서 실전 경험과 실

용적이고 실질적인 검술을 지도한다. 작품 속 이미지는 각지고 

굴곡이 많은 얼굴형과 건장하고 강건한 체격으로 표현된다.  

선호

경향
특성 작품에 적용된 예

E(외향)

여러 인물과 폭 넓은 인간관

계를 맺고, 정열적으로 활동

함. 

작품 전체에서 가장 많은 인관관계

를 갖고 있으며 정착 보다는 여러 

곳을 여행함.

N(직관)

자아성장에 관심이 많으며,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대사를 

많이 사용함.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사를 통해 

무사시의 자아성찰에 도움을 줌. 

“한 장 잎사귀에 사로잡히면, 나무

를 볼 수 없고, 한그루 나무에 사로

잡히면 숲을 볼 수 없다.”43)

F(감정)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성적으로 접근

함.

살인을 저지르고 잡힌 무사시에게 

사람의 목숨과 조화에 대해 깨우침

을 줌.44)

J(판단)
일정한 규칙과 계획을 가지

고 행동함.

산으로 도망친 무사시를 위해 구체

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움.45)

표 11. 타쿠앙의 성격유형

잇토사이의 성격유형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난다. 즉 결투를 하

나의 놀이로 생각하며 즐기고 실질적인 검술을 지향하며 기술로

써 검술을 인식하는, 전형적인 외향적 감각형을 주기능으로 하는 

SP(경험주의자)형 즉, ESTP 유형이다. 자신의 멘티인 코지로와는 

심리기능에서 대척되는 선호경향을 보인다. 코지로와는 외향과 

인식 경향이 같듯이 활동적이고 자유로우며 개방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검술을 수행하고 인간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완

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 늙은 지사이를 봐주며 상대한 코지로를 

꾸짖는 장면은, 잇토사이가 코지로에게 감정적 판단보다 사고적 

판단을 하라고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43) 이노우에 다케히코, 위의 작품, 제4권, p.84.

44) 이노우에 다케히코, 위의 작품, 제2권, pp.175-179.

45) 이노우에 다케히코, 위의 작품, 제2권, pp.1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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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경향
특성 작품에 적용된 예

E(외향)

사람을 만나는데 선입견이 없

고 여러 사람과 대련으로 활력

을 얻음. 생동감이 넘치고 활

동적.

무사시와 대련을 통해 활력을 

얻고 즐기는 태도를 보임. 무사

시와 대련 후 잇토사이 대사,

‘이러니 이 놀이가 끝이 없

지’46) 

S(감각)

검을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경

험을 통해 습득하려 함. 객관

적인 정보를 중요시 힘.

무도에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행

동으로 자신의 무도를 표현

함.47)

T(사고)

사실적이고 분석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을 솔직하고 직

설적으로 표현함.

무사시와 대련 후 결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무사시에게 직설적으로 통보

함.48)

P(인식)

충동적인 행동에 의존하며 새

로운 것에 대한 도전 욕구가 

강함,

세키슈사이의 건강이 좋지 않다

는 소식을 듣고 충동적으로 찾

아가서 도발하는 장면.49)

표 12. 잇토사이의 성격유형

5) 요시오카 형제

     그림 8. 요시오카 세이쥬로50)          그림 9. 요시오카 덴시치로51)

46)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32권, p.131.

47)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32권, pp.181-185.

48)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32권, pp.129-135.

49)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31권, pp.168-175.

50)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5권, p.13 외

51)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3권, p.138 외



136

세이쥬로는 요시오카의 2대 당주로 요시오카 겐보의 장남이다. 

검술의 천재지만 규범이나 책임에 얽매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도

장의 운영 보다는 자신의 자유로운 삶에 관심이 많다. 무사시와

의 대결에서 사망하며, 요시오카 일문과 전면전의 시발점이 된

다. 부드럽고 각이 없는 얼굴형이며 체구가 작고 호리호리한 체

형으로 빠르고 변화가 많은 검을 사용한다. 

세이쥬로는, 자유분방해 보이지만 신분이나 직위를 나타내는 

화려하고 다양한 문양이 들어간 옷차림을 한 점, 검술에 관련하

여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분석적 성향을 보이는 점으로 미

루어 NT(합리주의자)인 외향적 직관형으로 여겨진다. ENTP 유형

답게 우직한 덴시치로와 달리 검술을 수행하는 장면은 거의 없으

며 직관에 의존하는 쾌활한 천재적 면모를 갖고 있다. 이 유형은 

많은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격이고, 사건을 효

율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하여 해결하려 한다. 이 점은 무사시를 

몰래 암살하려는 시도하는 장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특유의 자유롭고 독특한 행동 때문에 도장 사람

들에게 당주로서의 신망을 잃었다.

덴시치로는 3대 당주로 요시오카 겐보의 차남이다. 도장 운영

에 무책임하고 독특한 행동으로 구설에 오르는 형 세이쥬로에 대

한 불만과 천재적 검술에 대한 질투심을 품고 있다. 책임감이 강

하고 규칙적이고 모범적인 성향으로 도장의 전통과 명예를 지키

고자 노력한다. 작품 내에서 권위와 명예를 지키려는 무사의 전

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이다. 선이 굵고 각이 많은 얼굴

형이며 덩치가 크고 강인한 체구의 소유자로서 묵직하고 단단한 

검기를 가지고 있다.

덴시치로는 전형적인 SJ(전통주의자)형이다. 보수적이고 늘 말

끔하고 정돈된 옷차림을 한다. 검술에 관련하여 사실적이고 현실

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체득하는 스타일로, 작품

에서 검술을 훈련하는 장면이 특히 많이 묘사되는 내향적 감각형

이다. MBTI 유형 중 ISTJ와 ISFJ가 내향적 감각을 주기능으로 하

는 전통주의자인데, 성실하고 온화하며 협조를 잘하는 ISFJ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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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겨진다. 이는 성실하고 안정적인 성향과 남몰래 문하에게 

지극히 온정적으로 행동하는 점으로 미루어 판단할 수 있으며, 

감정적 성향보다 사고적 성향을 외부로 부각시키는 이유는 도장

에서의 위치와 책임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선호

경향
특성 작품에 적용된 예

E(외향)
사람을 대하는데 스스럼이 

없고 외부활동이 활발함.

쿄토에 처음 온 무사시에게 충고를 

하거나 기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스스

럼이 없고 자연스러움.52)

N(직관)

독특한 사고와 행동을 함. 

통찰력이 뛰어나고 추상적이

고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

용 

무사시와 대결에서 무사시를 추상적

인 표현으로 관찰하고 있음, ‘커다

랗고 뭉실뭉실한 솜의 압력’53)

T(사고)

분석적으로 인식하고 냉정하

고 실용적인 판단을 내리려 

함.

덴시치로에게 무사시에게 시간을 준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냉철하게 

지적함.54)

P(인식)

일상적이고 세부적인 일을 

경시, 행동이 자유롭고 개방

적.

자신의 도장에 도전한 무사시를 상대

하지 않고 무시하며 자신의 도장을 

방관하는 태도를 보임.55)

표 13. 세이쥬로의 성격유형

선호

경향
특성 작품에 적용된 예

I(내향)
말수가 적고 조용하고 신중

함.

세이쥬로가 죽은 후 무사시와 마주쳤을

때 대사와 행동이 신중하고 차분함.56)

S(감각)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경험을 

통해 검술을 습득하며 전통

을 중시함. 

무사시와 대결에서 도장의 전통을 지키

기 대결에 임함.57)

F(감정)

사람의 관계에 따른 주관적 

가치를 중요시 생각하고 인

정 있고 가정적.

대역을 통해 무사시와 대결하는 것이 

상책인 것을 인지하면서도 자신의 주관

에 따라 거절함.58)

무사시와 대결 전 가족과 같은 식탁에

서 식사.59)

J(판단)

분명한 목적의식과 체계적 

행동. 

반복적인 훈련으로 검술을 

수행.

무사시와 결투를 앞두고 요시오카 10검

사와 수련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이고 우

직한 모습을 개미와 비유되어 표현

됨.60)

표 14. 덴시치로의 성격유형

52)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3권, pp.8-13.

53)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1권, pp.159-163.

54)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1권, pp.50-51.

55)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3권, pp.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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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시오카 형제의 수하

 

    그림 10. 기온 토지61)                    그림 11. 우에다 료헤이62)

선호

경향
특성 작품에 적용된 예

I(외향)

말수가 적고 사람들과 어울리

지 못함. 

내면의 갈등에 대한 고민이 

활발함.

자신의 생각을 초월한 인슌을 본 

후, 내면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황폐화됨.63)

N(직관)

검술을 개념적이고 추상적으

로 표현하고 뛰어난 통찰력을 

가짐. 

무사시와 인슌의 결투를 관념적으

로 표현. ‘인슌의 공격에는 분노

도 증오도 없어 증오는커녕 적에 

대한 호의마저 엿보인다.’64)

T(사고)

사람보다 검에 관심이 집중, 

분석적 비판적으로 상황을 판

단하고 행동함.

무사시와 인슌의 대결을 보고 냉

정하게 자신과 인슌의 기량을 분

석하여 자리를 피함.65)

P(인식)

집단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즉흥적이며 자유롭게 행

동함.

도장의 허락도 없이 무사시의 자

객을 자처하며 계획 없이 즉흥적

으로 길을 나섬.66)

표 15. 토지의 성격유형

56)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2권, pp.127-132.

57)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5권, pp.44-46.

58)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3권, pp.195-204.

59)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4권, p.107.

60)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1권, pp.123-124.

61)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4권, p.202 외

62)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5권, p.186 외

63)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7권, pp.134-140.

64)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5권, p.151.

65)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5권, pp.150-153.

66)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4권,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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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경향
특성 작품에 적용된 예

I(내향)
침착 신중하며 생각 후에 행

동하려함. 

복수를 하기 위한 장소를 찾다가 

무사시를 마주쳤지만 침착하고 신

중하게 행동함.67)

S(감각)

상황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

로 파악하고 전통과 관례에 

따라 행동하려함.

도장에서 난동을 친 무사시를 덴시

치로가 처단하려 하자 도장의 관례

에 따라 자신이 나섬.68)

F(감정)

외부적으로 객관적이고 분석

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의사

결정은 감성적이고 주관적 

판단을 내림.

덴시치로의 사망 후, 당주가 되어 

도장의 부흥에 힘쓸 수 있었지만 

덴시치로의 복수를 위해 무사시를 

죽이려고 함.69)

J(판단)
도장에 관련된 일을 체계적

인 계획을 세워 추진함. 

도장을 유지하기 위해 무사시와 결

투에 대역을 세울 계획을 추진

함.70)

표 16. 료헤이의 성격유형

토지는 요시오카 10검의 한명으로 천재적인 검술 실력을 갖추

고 있지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방랑하다가, 스승 세

이쥬로의 죽음에 격노하여 무사시와 싸우지만 죽임을 당한다. 검

술에 몰두하여 주변사람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도장에 얽매이

지 않고 행동한다. 무사시와 여러모로 비슷한 느낌을 주며, 수행

의 과정은 유사하지만 결과에서 차이를 보이며 무사시의 성장의 

척도가 된다. 날카롭고 냉정한 인상에 적당히 건장한 체형으로 

세이쥬로와 비슷한 검술을 사용한다.

토지는 스승이자 주인인 세이쥬로와 동일한 NT(합리주의자)형

이며, 주기능은 무사시와 같은 내향적 사고형으로 세이쥬로에 비

해 차분하고 신중해 보인다. INTP 유형은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내면의 갈등을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며 판단에 있어서 

관계보다 객관적 사실을 근거하여 행동한다. 예를 들어 세이쥬로

를 섬기는 이유는 단순히 세이쥬로가 검술의 천재이기 때문이다. 

67)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5권, pp.183-187.

68)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3권, pp.86-87.

69)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5권, p.92.

70)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2권, pp.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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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며 과묵한 성격으로 인해 

2인자적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10검과 잘 어울리지 못

하는 아웃사이더이다.

료헤이는 요시오카 10검의 수장으로 요시오카 겐보의 수제자이

다. 후에 요시오카의 4대 당주가 된다. 도장 운영에 관심이 없는 

세이쥬로 보다는 책임감 있고 모범적인 덴시치로를 섬긴다. 신중

하고 침착하여 깊이 있게 인간관계를 갖기 때문에 관원들의 신임

이 두텁다. 덴시치로를 보좌하여 요시오카를 지키기 위해 무사시

를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친절한 인상과 부드러운 얼굴형에 평

범한 체격을 가졌다.

료헤이는 전형적인 SJ(전통주의자)의 특징을 보이며 주기능도 

덴시치로와 같은 내향적 감각형이다. 다만, 덴시치로에 비해 감

정적 성향이 좀 더 약하게 묘사되기 때문에, 부기능인 F와 T의 

구분이 모호하여 ISTJ 유형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료

헤이가 실질적으로 도장을 경영하고 유지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

며 침착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하는 역할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

제로는 객관적 판단을 실행하지 못하고 감성적 결정을 내리기 때

문에 선천적 선호경향은 감정인 ISFJ 유형이다. 동일한 성격이지

만 덴시치로의 선호경향이 검술가로서의 특징을 나타낸다면 료헤

이는 경영에 관련된 특징이 나타난다.

Ⅴ. <배가본드>에 나타난 대척적 캐릭터 구도

<배가본드>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대척적 구도를 분석하기 위하

여, 앞의 4장에서는 외부로 드러나는 기질적 특성을 검증의 수단

으로 활용하여 선호경향을 추론하였다. 5장에서는 <표 5>의 캐릭

터 대비 요소를 기준으로 캐릭터의 특성을 정리하되, <표 17~21>

의 형식과 같이 의미 있는 요소만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 즉 

일부 캐릭터를 제외하면 나이에 대한 정보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다는 점과, 모든 캐릭터의 공통점을 고려하여 성별, 나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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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간적 배경 등의 요인을 제외하였다. 또한 인상, 체형, 머

리와 의상의 스타일 등의 외형적 요인인 캐릭터의 이미지는 작품 

내에서 텍스트로 묘사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보완적으

로 MBTI의 기질적 특징의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무엇보다도 내면

의 심리작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기능인 인식과 판

단의 조합을 본 연구의 성격유형에 대한 핵심적 기준으로 삼고 

대척적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1. 무사시와 코지로의 대척관계

무사시와 코지로는 세키가하라 전투를 기준으로 17세71)의 동갑

이며, 장신의 건장한 신체조건과 ‘날이 번득이는 칼 그 자

체’72)로 여겨질 만한 천재성과 열정을 겸비했다는 점에서 완벽

하게 일치한다. <표 17>에서 보이는 이러한 동질성과 대척성의 

조합은 ‘서로가 서로의 한쪽 날개이며, 서로가 서로의 칼집이 

될 수도 있는’73) 관계로 묘사되듯이, 서로에게 궁극의 라이벌이

자 검의 길을 가는 진정한 동반자라는 관계성을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그들이 각각 성장한 장소인 산과 바다는 그 자체로 

상반된 물성을 갖는 동시에 두 핵심 캐릭터의 총체적 성질을 

산74)과 바다75)로 은유하면서, 그들이 합하여 ‘검과 사람과 천지

가 하나’되는 궁극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1)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1권, p.56./ 제17권, p.160.  

72)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9권, p.32.

73)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30권, pp.118-119.

74)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3권, p.72, “산에 있는 모든 것이 스승이

라면 스승이었소.”

75) 이노우에 다케히코, 위의 작품, 제14권, p.45,‘빛나는 파도’라는 주제어/ 

제17권, p.108: 결투 중 노래를 웅얼거리는 장면은 코지로의 마음속에 흐르는 

파도의 소리로 표현되며, 이것은 바닷가에서 성장한 환경적 특성을 넘어 코지

로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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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야모토 무사시 사사키 코지로

성격적 

요인

성격

유형
ISTP ENFP

심리

기능
ST(실제적 사실중심적) NF(열정적 통찰적)

외형적 

요인

외형

날카로운 안광76) 맑은 순수한 눈빛77)

육척거구로 묘사78)되는 장신의 

체격

훤칠하다고 묘사79)되는 장신의 

체격

봉두난발80) 매끄러운 머릿결

낡고 소박한 옷차림 매우 화려한 독특한 옷차림81)

태도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즉흥적인 

태도

이상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태도

환경적 

요인

가정

환경

모성 결여82), 초강압적 

아버지가 양육83)
고아, 헌신적 지사이가 양육84)

성장

장소
산 바다

역할 중심캐릭터 거울캐릭터

표 17. 무사시와 코지로의 대척적 관계

2. 양육자의 대척관계

무니사이와 지사이는 각각 무사시와 코지로를 양육한 인물로서 

역할 속성의 범주 안에서 분석이 가능하였다. 이들은 모두 혼자

서 아이를 양육했는데, 이는 두 캐릭터 모두 극단적으로 이기적

이고 독선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아내가 떠나거나, 가정 

자체를 이루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무니사이가 ‘천하

무적’이라는 광기에 사로잡혀 자신의 친자식인 다케조(무사시의 

개명 전 이름)마저 해치려 할 정도로 위협적, 강압적, 이기적인 

것에 반해, 지사이는 죽은 제자의 자식을 맡아 기르기로 결심하

76)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34권, p.109.

77)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18권, p.128.

78)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34권, p.109.

79)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9권, p.156.

80)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34권, p.109.

81)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34권, p.33.

82)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권, p.147. 

83)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권, p.186. 

84)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14권,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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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간부터 그때까지의 자신을 모두 버리고 코지로를 살아남는 

길로 이끌기 위하여 헌신85)한다. 

양육자인 무니사이와 지사이는 무사시와 코지로의 검술의 기초

와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사시가 무니

사이에게 실전 체험을 통한 체득적 학습을 하였다면, 코지로는 

지사이에게 대련을 통한 이론적 검술의 개념 학습을 한 것으로, 

대척적 방향의 경험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구분 신멘 무니사이 카네마키 지사이

성격적 

요인

성격

유형
ISTP INFP

심리

기능
ST(실제적 사실중심적) NF(열정적 통찰적)

외형적 

요인

외형

강인하고 날카롭고 거친 

인상
주름진 정돈되지 않은 인상

건장한 체구 왜소한 체구

단순하고 편한 옷차림
낡고 헤진 옷차림(선천적 기질적 

모습)

태도
행동 중심적이고 자율적인 

태도
이상적이고 온정적인 태도

환경적 요인 산속 마을 바닷가 마을

역할 억압형 양육자 감정코치형 양육자

표 18. 양육자의 대척적 관계

3. 멘토의 대척관계

타쿠앙과 잇토사이86)는 각각 무사시와 코지로의 핵심적 결핍을 

보완해주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멘토 역할의 캐릭터이다. 타쿠

앙은, 무니사이에 의해 성격형성이 왜곡되어 악귀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17세의 청년 다케조(무사시의 개명 전 이름)에게, 구원

자와 같은 존재로서 삶과 인생의 의미를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85) 이노우에 다케히코, 위의 작품, 제15권, pp.21-23.

86) 이노우에 다케히코, 위의 작품, 제18권, p.10: 세키가하라 전투 기준, 52세

로 묘사됨.



144

반면에 잇토사이는 지사이에 의해 보호받으며 자란 코지로에게 

처절한 살육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잠재된 야수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결과를 떠나서 그것은 무사시와 코지로의 검에서 

결여된 정신적 가치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한다. 멘토링 방법 또

한 상반되는데, 타쿠앙이 대화를 통해 정신적이고 관념적 조언을 

하는 반면, 잇토사이는 실전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육체적이고 

실제적 측면으로 조언을 한다.

구분 타쿠앙 소호 이토 잇토사이

성격적 

요인

성격

유형
ENFJ ESTP

심리

기능
NF(열정적 통찰적) ST(실제적 사실중심적)

외형적 

요인

외형

각진 얼굴형에 숱이 많은 

수염

각지고 굴곡이 많으며 강인한 

인상

건장한 체격
매우 단단한 근육질의 건장한 

체격

단색에 꾸밈없는 승복 실용적이고 단순한 옷차림

태도
이상적이고 타인에 대한 

공감적인 태도
즐거움을 추구하며 자율적인 태도

환경적 요인 넓은 인맥을 통한 친화적 환경 대립적인 관계를 통한 독립적 환경

역할 정신적 리더십 멘토 실무적 리더십 멘토

표 19. 멘토의 대척적 관계

4. 요시오카의 대척관계

요시오카 도장의 2대 당주 세이쥬로와 3대 당주 덴시치로는 형

제 관계이다. 이들은 선대인 요시오카 겐보의 후계 경영자로서 

또 무사로서 거의 완벽하게 대비를 이룬다. 즉, 세이쥬로는 천재

적 검술 실력과 비정할 정도로 냉철한 판단력을 겸비했기 때문에 

겐보의 뒤를 이어 2대 당주가 된 반면, 덴시치로는 외모에서부터 

느껴질 정도로 우직하며 저돌적인 인물이다.87) 이들은 요시오카

의 잠재력으로서 서로 다른 지향성을 갖는 정신적 가치를 상징하

지만, 그것을 거둬들일 만한 기량의 소유자인 무사시와의 대결에

87)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5권,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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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패배하며 파국을 맞는다. 이러한 대척적 구도는 그들의 수하

인 토지와 료헤이로 동일하게 이어지며, 당주 형제의 지향성을 

각각 강화하고 있다. 특히 료헤이는 요시오카 일문의 시점을 대

표하는 화자 역할로서 통찰력과 치밀하고 냉철한 추진력을 겸비

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작품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구분 요시오카 세이쥬로 요시오카 덴시치로

성격적

요인

성격

유형
ENTP ISFJ

심리

기능
NT(논리적 창의적) SF(동정적 우호적)

외형적 

요인

외형

부드럽고 각이 없는 여자 

같은 인상
선이 굵고 각이 많은 인상

호리호리한 체형의 작은 

체구
큰 덩치에 강인한 체형의 거구

고급스럽고 화려한 옷차림 격식에 맞는 일본 전통 옷차림

태도
일상에 방만하고 냉정한 

태도
우직하고 완고하며 보수적인 태도.

환경적 

요인

가정

환경

권위적인 아버지 요시오카 

겐보에게 훈육

권위적인 아버지 요시오카 겐보에게 

훈육

성장

장소
요시오카 도장 요시오카 도장

역할 형, 2대 당주 동생, 3대 당주

표 20. 요시오카 형제의 대척적 관계

세이쥬로와 덴시치로는 동일한 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

고 극명한 성격적 차이를 보인다. 도장을 운영하고 보존하려 하

는 덴시치로의 선호경향과 자유롭고 책임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세이쥬로의 성격 때문에 대척적 관계가 형성된다. 새롭고 다양한 

것을 추구하는 세이쥬로는 도장에 머무르기보다 밖에서 많은 시

간을 보내고, 덴시치로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보수적인 성향으

로 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검기의 측면에서, 세이쥬로는 

실질적 경험보다는 느낌과 깨달음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한다

면, 덴시치로는 실제로 활동하고 노력하여 단계적으로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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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판단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세이쥬로는 효율적이고 빠른 해

결을 위한 객관적 판단을 하지만, 덴시치로는 관계와 상황을 고

려한 주관적 판단을 내린다. 이러한 대척점은 무사시와 대결하는 

방법에서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세이쥬로가 무사시를 암살해 문제

를 해결하려는 반면, 덴시치로는 약속한 대로 승부를 통해 문제

를 해결하려고 한다.

구분 기온 토지 우에다 료헤이

성격적 

요인

성격

유형
INTP ISFJ

심리

기능
NT(논리적 창의적) SF(동정적 우호적)

외형적 

요인

외형

날카롭고 냉정한 인상 친절한 인상과 부드러운 인상

적당히 건장한 체구 평범한 체구

효율적이고 단순한 옷차림 격식에 맞는 일본 전통 옷차림

태도 자신감이 넘치고 직설적인 태도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태도

환경적 

요인

가정

환경

가족은 인연을 끊은 노모가 

유일88)
고아, 요시오카 도장에서 성장89)

성장

장소
알려지지 않음 요시오카 도장

역할 세이쥬로 보좌 덴시치로 보좌, 4대 당주90)

표 21. 요시오카 형제 수하의 대척적 관계

토지와 료헤이는 반대성향의 주인을 모시며 또한, 도장을 보존

하려 애쓰는 료헤이와 자유롭게 행동하는 토지는 서로 상반된 태

도를 보인다. 료헤이는 덴시치로를 측근에서 모시며 마지막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토지는 수행을 떠난 후 세이쥬로

에게 돌아오지 않고 방랑한다. 이러한 성격은 주인의 성격과 연

관된다. 덴시치로는 료헤이를 친형처럼 아끼고 자신의 든든한 동

반자로서 생각하지만, 세이쥬로는 토지를 신경 쓰지 않는다.

88)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2권, p.147

89)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7권, p.149.

90) 이노우에 다케히코, 앞의 작품, 제25권,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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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이상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전체적인 대척적 캐릭터 

구도의 설정이 <그림 12>에서 보이듯이 매우 구조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관계는 캐릭터 간의 역할과 심리

기능에 따라 관계가 설정되었다. 그 내용은 <표 22>와 같다. 표

를 통해 대척적 전략이 인물 간의 심리기능과 역할에 의해 유기

적으로 사용되어 구조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중심캐릭터인 무사시와 거울캐릭터 코지로

가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동질성과 대척성을 동시에 갖춘 

관계로 설정된 것이 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② 무사시와 

코지로의 멘토와 양육자가 서로 상반되는 동시에 각각의 멘토 대 

멘토와 양육자 대 양육자가 대척적 쌍으로 설정되어, 형성과 성

장의 과정을 부여함으로써 무사시와 코지로의 캐릭터성을 확장한

다. ③ 요시오카 일문에서는 세이쥬로와 덴시치로가 서로 상반되

며 그들의 수하인 토지와 료헤이도 서로 대비되는 특성을 갖지

만, 당주 형제와 그들의 수하는 오히려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 

이는 개체로서의 캐릭터성보다 요시오카에게 열려있던 두 가지의 

길이라는 상징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노우에 다케히코는 언제나 ‘몸’이 궁극적인 화두이며, 어

떻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은지 고민한다고 한다. 따라서 <배가

본드>에서는, 검의 자연스러운 길을 찾고자 모든 감각을 육체에 

몰입하는 검도가의 각기 다른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물의 

내면적 심리를 철저히 파헤치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캐릭

터의 심리적 특성을 차별화하려는 시도는 대척적 캐릭터 구도 설

정의 구조화라는 독특한 전략으로 완성되었다고 여겨진다. 다만 

이러한 캐릭터 몰입의 서사가 지나쳐서 드라마가 다소 취약해졌

다는 점이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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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배가본드>의 대척적 캐릭터 구도

캐릭터 
심리

기능
캐릭터

심리

기능
역할 심리기능 관계

미야모토 무사시 ST 사사키 코지로 NF 주인공
주인공, 양육자, 

멘토 대척

주인공과 양육자 

동일

주인공과 멘토 

대척

양육자와 멘토 

대척

신멘 무니사이 ST 카네마키 지사이 NF 양육자

타쿠앙 NF 이토 잇토사이 ST 멘토

요시오카 

세이쥬로
NT 요시오카 덴시치로 SF

당주 

형제

당주 형제 대척

수하 대척

당주 형제와 수하 

동일기온 토지 NT 우에다 료헤이 SF 수하

표 22. <배가본드>의 역할 별 심리기능 관계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한계로 작용했는데 먼저, 만

화 캐릭터의 특성 상 성격유형의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149

는 점이다. 따라서 무의미한 16가지 성격유형 분류보다는 인간 

성격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심리기능인 인식과 판

단의 조합에 의한 분류가 더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서, 작가의 다른 작품들에 

나타난 캐릭터의 특성을 정치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작가의 

캐릭터라이징 패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두 번째, 현재까지 출간된 34권 이후 완결을 목전에 두

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의 스토리가 남아있

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전체의 흐름으로 미루어 

남아 있는 중요한 사건은 간류섬의 결투가 유일하며, 그렇기에 

무사시와 코지로를 비롯하여 관련 캐릭터의 분석에 대한 변경 요

인은 없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만화나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작

품성과 흥행성 모두에서 성공적인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캐릭터라

이징이 탁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소설이나 영화와는 

구별되는 특성으로, 캐릭터 중심의 서사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수한 작

품들의 캐릭터라이징 전략을 분석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생산자가 콘텐츠 생산 시 참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이노우에 다케히코, 히로미 이토, 만화가 시작된다, 학산문화사, 2009

김정택·심혜숙, 16가지 성격유형의 특성(개정판), 한국심리검사연구

소, 2013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정명진 역, 성격의 재발견, 부글북스, 2008

캐서린 D 마이어스, 린다 K 커비, 김정택 외 역, 심리 유형의 역동과 

발달,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9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메리 H 맥콜리, 김정택 외 역, MBTI 개발과 

활용, 어세스타, 2007

데이비드 커시, 정혜경 역, 성격을 읽는 심리학, 행복한 마음, 2006

양세혁, 김일태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히로인의 성격구

조｣, 한국콘텐츠학회지, 제8권 제8호, pp90-102 (2008)



150

두산백과, 미야모토 무사시, http://www.doopedia.co.kr, 2013.03.23

한국MBTI연구소, MBTI의 이해, 4가지 선호경향, http://www.mbti.co.kr, 

2013.2.15

이노우에 다케히코, 배가본드1~34권, 학산문화사, 1999~현재



151

ABSTRACT

Antipodal Structuralization Strategy of Character Appearing in 

<Vagabond>; Based on Psychological Functions of MBTI Personality 

Types Theory

Yang, Se-Hyeok · Kim, Dae-Gwon

<Vagabond> is a comics that the original Yoshokawa Eiji's novel 

<Miyamoto Musashi>. Since the series started in 1998, it's epic that 

records the 54 million or more copies of the cumulative sales volume 

to 1.7 million unit volume average in the book, 34 are currently up to 

volume has been published. <Vagabond> proceeds with narratives in 

a way of following naturally the personality of a character based on 

the rule of an author, which is ‘people should be described as what 

they are’. Accordingly it features very unique characterizing.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numerous characters in <Vagabond> 

maintain a structural balan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character composition in an antipodal relationship although those 

characters have strong personalities.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onship of such characters, the study utilized as an analytic 

frame MBTI personality types theory which is a psychology test tool. 

First, the study inferred personality patterns as the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of MBTI, and tried to analyze the antipodal character 

composition based on the combination of cognition and judgment 

which are assumably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From this, the 

study was able to discover the following three structures applied to 

those characters.

① The antipodism between Musasi, the main character and Kojiro, 

a mirror character becomes central to the work, ② The antipodal 

relationship between their fosterers and the character playing the 

mentor’s role extends the character attribute of Musasi and Kojiro. ③ 

The Yoshioka family was also established in the antipodal 

composition as a role of exchanging influences with Musasi and 

Kojiro. Through this, the study reached a conclusion that in 

<Vegabond> the pairs of characters in contrast were established as 

if to reach a dialectic synthesis. As such, the antipodal 

structuralization of the character composition shown in <Vegabond> 

is deemed to differentiate the inner sides of numerous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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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s; thereby make it possible to describe their inner sides 

in-depth. 

Finally, the following common context is found: works in the field 

of successful comics and animation in terms of criticism and 

performance are focused on characters. It is probably because their 

consumers are relatively very interested in those characters as the 

characters in comics or animation become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novels or movies. Subsequently, it is expected that the analyzed 

results of characterizing can be referred to during the production of 

contents by preparing the results as database.

Key Word : Vagabond, Inoue Takehiko, characterizing, cntipodal 

character composition, MBTI personality type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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