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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게임 캐릭터는 표 과 제작 방식에 따라 성격 디자인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요소별 요도를 

반 하여 성격 디자인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게임 캐릭터의 성격 디자인 과정에서 

효율 인 의사 결정이 이 질 수 있도록 AHP를 통해 디자인요소 13개와 성격요인 13개로 구

성된 게임 캐릭터 성격 모형에 한 요도를 도출하고, 요도를 반 하여 게임 캐릭터 성격 

디자인 체크툴을 제시했다. 디자인요소에서는 3D 실사풍, 3D 애니메이션풍, 2D 애니메이션풍 

모두에서 외양의 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격요인에서는 3D 실사풍에서 행동, 3D 애니

메이션풍에서 외양, 2D 애니메이션풍에서 말이 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In game characters, the direction of character design varies depending on the 

expression or production method. It is necessary to perform game character personality 

design by reflecting the importance. This study derives the importance of the game 

character personality model using AHP for the efficient decision and presents game 

character personality design check tool. In design elements, the importance of external 

appearance was the highest in all of style. In personality factors, action in 3D realism, 

external appearance in 3D animation, and speech in 2D animation were the most 

important.

Keyword : Game Character(게임 캐릭터), Personality(성격), Game Character Personality 

Model(게임 캐릭터 성격 모형),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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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필요성

캐릭터는 시각 인 기능을 통해 문화, 성별, 연

령을 월해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문화상품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친숙함을 통해 지속 인 

심을 가지게 만든다. 이러한 캐릭터는 모든 산업에

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1]. 캐릭터는 제작자

가 소비자에게 달하고자 하는 테마(메시지)를 

달하는 창구가 되므로 게임에서도 필수 인 구성요

소라고 볼 수 있다[2].

게임 캐릭터는 속성과 상태값을 가진 객체로 이

해할 수 있으며 캐릭터에 이어의 성격을 투

할 여지를 남겨놓은 캐릭터가 좋다[3]. 이어가 

캐릭터에 자신의 성격을 투 함으로써 캐릭터를 배

우로 여기고 캐릭터에 한 깊은 이해와 몰입이 

가능하다[4]. 캐릭터는 작품의 체 서사를 이끌어

가는 심  역할을 수행하며 캐릭터(인물), 배경, 

사건이라는 스토리의 3요소에서 사건의 본질이 캐

릭터가 가진 성격에서 기인되는 만큼 캐릭터에 있

어 성격은 무엇보다 요하다[5]. 

게임 캐릭터의 성격은 이어와 게임 간의 상

호작용이 되는 통로가 된다. 한국 게임은 로벌 

게임 시장과 비교했을 때 스토리가 빈약하다고 평

가받고 있으나 본질 인 문제는 스토리보다 스토리

를 이끌어가는 캐릭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토

리를 끌어가는 캐릭터 디자인이 부족했기 때문에 

긴 게임의 역사 속에서 기억될만한 독창 인 캐릭

터를 창조해내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복잡하게 

이 지는 게임 캐릭터 디자인 에 특히 성격 디

자인을 깊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6]. 

다른 미디어와 비교해서 게임 캐릭터는 성격 디

자인 과정이 복잡하며, 표  방식이나 제작 방식에 

따라 캐릭터 성격 디자인의 방향이 달라지는 만큼, 

게임 캐릭터 성격 모형을 구성하는 요소를 이해하

고 각 요소별 요도와 우선순 를 반 하여 게임 

캐릭터 성격 디자인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

본 연구는 게임 캐릭터의 성격 디자인 과정에서 

효과 이고 효율 인 의사 결정이 이 질 수 있도

록 정량  연구 방법론인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하

여 게임 캐릭터 성격 모형에 한 요도를 도출

하고, 요도가 반 된 게임 캐릭터 성격 디자인을 

한 체크툴을 제안하여 기획 단계에서의 효율 인 

게임 캐릭터 성격 디자인이 이 질 수 있도록 공

헌하고자 한다.

제한된 개발 기간 내에 게임 디자이 가 표  

방식이나 제작 방식마다 수많은 디자인요소와 성격

요인을 고려해서 캐릭터에 한 성격을 상세히 디

자인하는 것은 어렵다. 어떤 디자인요소와 성격요

인에 집 해야할지 이해하는 것으로 캐릭터 성격 

디자인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1.3. 연구 방법  연구 범

본 연구는 다음의 4가지 순서로 진행 다.

1) 디자인요소와 성격요인으로 나눠 게임 캐릭

터 성격 모델을 도출한 선행연구[7]를 기 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에 합한 계층 

분석 모형을 도출한다.

2) AHP 차에 따라 게임 개발자와 게임 개발 

경험이 있는 게임 경 자  리자로 구성된 

문가 그룹 총 24명에게 한 문가 인터뷰를 설

계하고 수행했다.

3) AHP에서 제공하는 기 에 따라 문가 인터

뷰의 응답에 한 일 성 검증을 했다.

4) AHP를 통해 표  방식이나 제작 방식별로 

게임 캐릭터 성격 모형에 한 요도와 우선순

를 도출했다. 

5) AHP를 통해 도출된 요도를 반 하여 요

도순에 따라 게임 캐릭터 성격 디자인에 한 체

크툴의 시를 제안했다.

본 연구는 다음의 범 로 한정하여 진행 다.

1) 아날로그 게임을 제외하고 디지털 게임에 해

당하는 콘솔, PC, 모바일 랫폼의 게임 캐릭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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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했다.

2) 캐릭터 표  방식은 실사풍, 애니메이션풍으

로 한정했으며, 캐릭터 제작 방식은 2D와 3D로 한

정했다.

2. 이론  배경

2.1. 게임 캐릭터 성격 디자인

캐릭터는 성질과 역할이 모두 합쳐진 것이며 캐

릭터를 디자인하는 것은 그 성질과 역할에 해 

자세히 설정하는 것이다[8]. 화나 드라마의 배우

와 다르게 캐릭터는 모든 것을 제작자가 설정하는 

과정이 필수이므로 캐릭터는 별도의 디자인 과정이 

요구된다[9]. 

캐릭터 디자인이란 인간이 가진 보편 인 속성

을 가진 상에 해 표정과 움직임 등을 통해 하

나의 인격에 개성을 주입해 새로운 개체로 만드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캐릭터는 각각 독특한 속성

을 가진다[10]. 

게임 캐릭터는 화나 드라마와 같은 기존 서사 

캐릭터와 다르게 일 성 있게 성격이 부여되며 그

에 맞게 행동한다. 캐릭터의 행 를 통해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이 다른 캐릭터의 행 를 유발시키는 

연쇄작용을 통해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진

다. 따라서 게임 캐릭터들은 각각의 독특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11].

게임 개발에서 이 지는 캐릭터 성격 디자인은 

보편 으로 기획 단계에서 이 진다. 행동, 말, 외

양을 통해 다른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캐

릭터의 성격을 묘사한다[12]. 

게임 개발에서 캐릭터 성격 디자인은 크게 2가

지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캐릭터 성격을 인간이 

가진 성격이 빗 어 직 으로 과묵하다 등으로 

성격요인으로써 묘사한다. 둘째, 과묵하다 등으로 

설정된 캐릭터의 성격요인을 말투, 표정, 의상 등

의 디자인요소로 간 으로 묘사한다[6]. 

2.2. 게임 캐릭터 성격 모델

남기덕(2020)[7]에서는 게임 캐릭터 성격은 디자

인요소와 성격요인을 통해 형성되며 14개의 디자

인요소와 40개의 성격요인으로 구성된 게임 캐릭

터 성격 모델을 제시했다. 

2.2.1. 디자인요소

게임 캐릭터 성격을 캐릭터의 행동, 말, 외양을 

통해 간 으로 표 한 디자인요소에 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 져왔다. 

14개의 선행연구[13-26]에서 제시한 디자인요소

를 행동, 말, 외양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Fig. 1]

과 같이 14개의 디자인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행

동으로 표 되는 디자인요소는 동작, 표정, 자세, 

제스처이며, 말로 표 되는 디자인요소는 말투, 

화속도, 어휘, 목소리이며, 외양으로 표 되는 디자

인요소는 얼굴형태, 헤어스타일, 체형, 의상, 액세서

리, (캐릭터를 표하는) 색상으로 나타났다[7].

[Fig. 1] Design Elements on Game Character 

Personality

2.2.2. 성격요인

인간의 성격 측정도구  하나인 성격의 5요인 

모델의 30가지 측면을 기 으로 각각 행동, 말, 외

양을 통해 캐릭터의 성격을 표 하기 수월한 정도

를 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했다. 30가지 측면과 

행동, 말, 외양의 조합으로 본 문항 90개로 설계

다. 이를 통해 [Fig. 2]와 같이 40개의 성격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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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했으며 설정한 기 에 따르면 외양에 한 성

격요인은 1개에 불과하므로 외양의 후보군을 포함

해 활용할 경우 총 50개의 성격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동시에 제안했다. 행동으로 표 되는 성격

요인은 O4 모험심, C6 신 함 등 12개 으며, 말

로 표 되는 성격요인은 C1 능숙함, C2 질서, A2 

도덕을 제외한 27개 으며, 외양으로 표 되는 성

격요인은 C2 질서 1개 다. 외양의 후보군은 O1 

상상, O2 술  심 등 10개가 추출 다[7].

[Fig. 2] Personality Factors on Game Character 

Personality

2.2.3. 게임 캐릭터 성격 모델

선행연구를 통해 14개의 디자인요소를 추출하고, 

문가 인터뷰를 통해 40개(외양 후보군 포함 50

개)의 성격요인을 추출하여 게임 캐릭터 성격 모델

을 [Fig. 3]과 같이 정리했다. 게임 디자이 는 기

획 단계에서 캐릭터의 디자인요소와 성격요인을 디

자인하며 이어는 자신의 성격요인을 캐릭터의 

성격요인에 투 하여 상호작용하며 이를 통해 최종

으로 게임 캐릭터 성격이 형성된다[7]. 

[Fig. 3] Game Character Personality Model

게임 캐릭터 성격은 디자인요소와 성격요인의 

조합을 통해 표 할 수 있다. 행동(4×12)+말

(4×27)+외양(6×1or11)의 형태로 총 162 or 222가

지의 조합으로 게임 캐릭터의 성격을 세부 으로 

설정할 수 있다[7].

2.3. 게임 캐릭터의 성격 표  심 분류

게임 캐릭터는 컬러가 도입되고 3차원 애니메이

션이 화되면서 보다 사실 인 세부묘사가 가능

해졌다. 격한 게임의 진화는 디지털 이미지 구

과 깊은 계가 있다[27]. 

게임 그래픽 기술의 발 은 캐릭터를 통해 

이어에게 더 깊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캐릭터의 감정과 정서를 성격을 통해 달할 수 있

도록 고민하여 설계된다[28].

게임 캐릭터는 비디오 게임 세 를 기 으로 하

여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발 했다고 볼 수 있다. 

SD비율의 2D 캐릭터 시 , 3D 캐릭터가 등장하면

서 2D와 3D 캐릭터가 공존한 시 , 3D 캐릭터의 

하이폴리곤화와 함께 2D를 3D처럼 표 하기 한 

카툰랜더링이 등장한 시 , 모션캡쳐를 도입한 실사 

같은 캐릭터가 등장한 시 로 구분할 수 있다[6]. 

[Fig. 4] Game Characters Classification based on 

Personality Expression

게임 캐릭터 발  과정을 살펴보면 [Fig. 4]와 같

이 표   제작 방식을 기 으로 하여 캐릭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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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표  심의 캐릭터를 분류할 수 있다. 2D 실사

풍 캐릭터는 개발 인력과 기술을 고려할 때 재 

보편 인 분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3D 실사풍, 3D 

애니메이션풍, 2D 애니메이션풍으로 분류했다[6].

2.4. 계층화 분석법

2.4.1. AHP의 개념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다수의 

안에 해서 다수의 평가 기 이 요구되는 복잡

한 사안의 경우 계층  모형을 구성하고 요인별 

비교를 통해 상  요도를 도출하는 유용성

과 검증성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의사결정 기법

이다[29,30]. 미국 펜실베니아 교수인 Thomas. L. 

Saaty가 1971년 국방 자원 배분과 같은 곳에서 효

율 인 정책 의사 결정을 수행하기 해 만들었다

[31]. AHP는 다음의 4가지 공리(axioms)를 기

으로 하여 이론  배경을 갖추었다. 역수성

(reciprocal), 동질성(homogeneity), 종속성

(dependency), 기 성(expectation)을 가지며 최상

 계층은 의사 결정에 한 목 에 해당되며 각

각의 상 , 하  계층요소는 최상  계층의 목 에 

포함된다는 가정 하에 이 진다[32].

2.4.2. AHP가 가진 장

 AHP는 명확한 이론  배경을 근거로 정량

이며 정성  요소를 측정할 수 있다는 다음과 같

은 4가지 장 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요한 의

사결정에 활용되고 있다[32,33]. 

첫째, 계층  구성을 통해 다속성 의사결정을 수

행할 수 있다. 

둘째, 문가 그룹에 소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참여자 모두의 의견이 반 된 합리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의사결정 방법이 정량  요소만 반

한 것에 비해 AHP는 정량  요소에 정성  요

소를 종합 으로 분석할 수 있어 기존 분석 방법

의 한계를 극복했다. 

넷째, AHP에 제공하는 차 내에서 문가의 

응답 결과에 해 수치화된 일 성 검증 과정이 

포함되어있어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

3. 연구 내용

3.1. AHP 게임 캐릭터 성격 모형 설계

남기덕(2020)[7]에서 제시한 게임 캐릭터 성격 

모델에서 각 하  계층별 캐릭터 성격을 표 하기 

수월한 정도가 높게 평가받은 최  5개까지로 한

정해서 AHP 게임 캐릭터 성격 모형을 설계했다. 

AHP를 제안한 Saaty(1982)[29]는 비교를 거

치기에 최  항목이 늘어나면 설문 문항이 격히 

늘어나기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Fig. 5] AHP Mode: Design Elements

[Fig. 6] AHP Mode: Personality Factors

AHP 계층 분석 모형에 맞게 게임 캐릭터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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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Fig. 5]와 [Fig. 6]과 같이 크게 디자인요

소와 성격요인으로 나눠진다. 디자인요소는 행동 4, 

말 4, 외양 5로 총 13개로 구성되며, 성격요인은 

행동 5, 말 4, 외양 4로 총 13개로 구성된다.

게임 캐릭터 성격은 게임 캐릭터 성격 표  

심 분류(3D 실사풍, 3D애니메이션풍, 2D 애니메이

션풍)에 따라 다르게 디자인되므로, AHP 게임 캐

릭터 성격 모형을 [Fig. 7]과 같이 3가지 분류로 

나눠 비교할 수 있도록 문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Fig. 7] AHP Game Character Personality Model

문가 인터뷰는 게임 캐릭터 제작에 경험이 풍

부한 게임 개발자와 게임 개발자 경험이 있는 

리자  경 자를 상으로 하여 2020년 4월 23일

부터 5월 6일까지 14일간 이 졌다. 30명에게 의뢰

하여 80%의 응답률을 보여 총 24명의 문가가 

응답했다. 기  문항 4개와 본 문항 150개로 총 

15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평균 으로 60~120분

이 소요 다.

미국 미시간 주립 학교의 Yen(2005)[34]은 

문가 10명에 일반인 4명을 추가한 14명 그룹으로 

AHP 분석을 시행한 사례가 있어 본 연구는 합

한 범 에서 수행 다고 할 수 있다.

 

3.2. AHP 설문지 일반항목 분석

본 연구에서 AHP 계층 분석을 수행하기 해 

구성한 문가 집단은 총 24명으로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able 1]의 각 항목들은 소

수  1자리 반올림으로 계산 다. 

나이는 40 가 50%, 30 가 41.7%로 30~40 가 

다수로 분포하 으며, 성별은 남성이 83.3%, 여성

이 16.7%로 분포했다. 

게임 업계 경력은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37.5%,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6.7%, 20년 이상이 

12.5%로 24명은 평균 11.3년의 게임 업계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게임 캐릭터에 한 충분한 경험

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able 1] Expert Group Information

Item Classification ratio(%)

Age

20s 8.3%

30s 41.7%

40s 50%

50s 0%

Total 100%

Gender

Male 83.3%

Female 16.7%

Total 100%

Career
(year)

5 or less 8.3%

5 or more ~ 10 or less 25%

10 or more ~ 15 or less 37.5%

15 or more ~ 20 or less 16.7%

20 or more 12.5%

합계 100%

3.3. 일 성 검증

AHP 게임 캐릭터 성격 모형에 해 3D 실사

풍, 3D 애니메이션풍, 2D 애니메이션풍 캐릭터별

로 수행한 문가 인터뷰의 응답에 한 일 성 

검증을 진행했다. 

AHP에서 일반 으로  ≤    범  

내의 값이 도출될 경우 일 성이 있는 응답으로 

명하며 그 지 못할 경우 분석에서 제외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AHP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이 3D 실사풍, 3D 애니메이션풍, 2D 애니

메이션풍 캐릭터의 모든 상 , 하  계층에서 

 ≤  의 범  안에 들어가므로 일 성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JKGS ❙83

― A Study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Game Character Personality Model: Focused on AHP methods ―

이 검증 다. 

[Table 2] Consistency Ratio Check

3D realism-style characters

Hierachy Components C.R.

Upper Design Elements 0.04

Lower

DA 0.00

DS 0.01

DE 0.01

Upper Personality Factors 0.02

Lower

PA 0.01

PS 0.01

PE 0.01

3D animation-style characters

Hierachy Components C.R.

Upper Design Elements 0.01

Lower

DA 0.02

DS 0.00

DE 0.00

Upper Personality Factors 0.00

Lower

PA 0.01

PS 0.01

PE 0.01

2D animation-style characters

Hierachy Components C.R.

Upper Design Elements 0.00

Lower

DA 0.01

DS 0.01

DE 0.00

Upper Personality Factors 0.00

Lower

PA 0.01

PS 0.02

PE 0.01

3.4. 게임 캐릭터 성격 모형의 상  

요도와 우선순

3D 실사풍, 3D 애니메이션풍, 2D 애니메이션풍 

캐릭터별로 AHP 게임 캐릭터 성격 모형에 한 

요도와 우선순 를 분석한 결과는 [Fig. 8]과 

[Table 3]과 같다. AHP 차에 따라 진행 으며 

기본 으로 기하 평균(Geometric Mean) 소수  2

자리 반올림으로 계산하되 하 계층Global값은 우

선순 를 명확히 나 기 해 소수  3자리 반올

림으로 수행했다. 

[Fig. 8]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of 

AHP Game Character Personality Model

디자인요소에서는 표  방식(실사풍, 애니메이션

풍)보다 제작 방식(3D, 2D)에 따라 요도가 크게 

차이를 보 다. 3D 실사풍과 3D 애니메이션풍의 

상  계층에서는 외양, 행동, 말 순이었으며, 2D 

애니메이션풍에서는 외양, 말, 행동 순으로 2D에서 

행동으로 성격 표 의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격요인에서는 각각 요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3D 실사풍에서는 행동, 말, 외양, 3D 애니메이션풍

에서는 외양, 행동, 말, 2D 애니메이션풍에서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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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양, 행동으로 3D 실사풍으로 갈수록 행동이 2D 

애니메이션풍으로 갈수록 말의 요도가 높았다. 

[Table 3] Priority Comparison of AHP Game 

Character Personality Model

3.5. 게임 캐릭터 성격 디자인을 한 체크툴

본 연구에서는 3D 실사풍, 3D 애니메이션풍, 

2D 애니메이션풍 캐릭터별로 도출된 요도를 게

임 캐릭터 성격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게임 

캐릭터 성격 디자인을 한 체크툴을 정리했다. 

디자인 단계에서 게임 디자이 는 다수의 캐릭

터 성격을 디자인해야 하는데 하나의 캐릭터 성격

에 해서만 고려해야 하는 세부항목이 굉장히 다

양하다. 업계에서 게임 캐릭터의 성격은 일반 으

로 과묵하다와 같이 성격요인을 설정하고 각각의 

성격요인을 어떤 디자인요소로 표 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항목이 매우 

많고 복잡하기에 캐릭터마다 모든 항목을 고려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표 방식과 

제작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요도를 기 으로 체크

툴을 각각 정렬하여 별도로 개발자에게 제공함으로

써 필수 으로 고려해야할 성격요인과 디자인요소

를 효율 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디자인요소의 세부항목을 행동, 말, 외양으로 구

분하여 표 인 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3.5.1. 디자인요소-행동 세부항목

디자인요소의 행동은 크게 동작, 표정, 자세, 제

스처로 구분된다.

동작은 기 모션, 걷는 모션, 뛰는 모션,  

모션, 공격 모션, 방어 모션 등으로 나뉜다.

표정은 기쁜 표정, 슬  표정, 놀라운 표정, 두려

운 표정, 분노한 표정 등으로 나뉜다.

자세는 승리 포즈, 만세 포즈, 함성 포즈, 환호 

포즈, 귀여운 포즈, 패배 포즈 등으로 나뉜다.

제스처는 인사, 경례, 감사, 건배, 춤, 기도, , 

윙크, 고개 흔들기 등으로 나뉜다.

3.5.2. 디자인요소-말 세부항목

디자인요소의 말은 크게 말투, 화속도, 어휘, 

목소리로 구분된다.

말투는 표 어, 사투리, 억양, 말더듬, 존댓말, 반

말, 잖은 말투, 경박한 말투 등으로 나뉜다.

화속도는 체 으로 빠름/느림, 특정상황에 

빠름/느림 등으로 나뉜다.

어휘는 언어, 지역방언, 기 어휘, 고 어휘, 

문용어 등으로 나뉜다.

목소리는 음색, 높낮이, 세기 등으로 나뉜다.

3.5.3. 디자인요소-외양 세부항목

디자인요소의 외양은 크게 얼굴형태, 헤어스타

일, 체형, 의상, 액세서리로 구분된다.

얼굴형태는 둥근 정도, 길이, 이마 치, 이마 기

울기, 썹 치,  치, 코 치 등으로 나뉜다.

헤어스타일은 컷, 앞머리 형태, 붙임 머리, 머리

카락 길이 등으로 나뉜다.

체형은 신장, 신체비율, 머리 크기, 팔 길이, 다

3D realism

-style

3D animation

-style

2D animation

-style

D.E. P.F. D.E. P.F. D.E. P.F.

1 DE3 PA4 DE3
DE4

PE1 DE4 PS1

2 DE4 PS1 PE4 DE3 PE1

3 DS4 PA1 DE1
DE2

PS1 DS1 PS2

4 DA1 PS2 PA4 DE2 PS3

5 DE1 PA3 DA1
DA4

PA1 DS4 PE2

6 DA2
DA4

PE4 PS2 DE1 PE4

7 PS3 DS1
DS4

PE2 DA2
DE5

PS4

8 DE2 PE1 PA3 PA1

9 DA3 PA2
PE2

DA2 PA2 DA4 PA4

10 DS1 DA3 PS3 DS3 PA2

11 DS3 PS4 DS3 PS4
PE3

DA3 PA3

12 DE5 PE3 DE5 DS2 PE3

13 DS2 PA5 DS2 PA5 DA1 P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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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길이, 가슴둘 , 허리둘  등으로 나뉜다.

의상은 상의, 하의, 코트, 자켓, 갑옷, 속옷, 양말, 

구두, 신발, 부츠 등으로 나뉜다.

액세서리는 모자, 두건, 리본, 안경, 선 라스, 귀

걸이, 목걸이, 반지, 장갑, 벨트 등으로 나뉜다.

3.5.4. 게임 캐릭터 성격 디자인을 한 체크툴

[Fig. 8]에서 3D 실사풍, 3D 애니메이션풍, 2D 

애니메이션풍 캐릭터별로 각각 다르게 도출된 요

도를 반 하여, 게임 디자이 가 게임 디자인 단계

에서 게임 캐릭터의 성격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

도록 체크툴을 [Table 4]와 같이 정리했다.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3D 실사풍 캐릭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임 캐릭터 성격 디자인을 한 체크툴에 

한 시만을 표 했다. 

체크툴은 먼  13개의 성격요인에 따른 요도 

순으로 정렬되며, 각 성격요인별로 성격요인을 표

할 디자인요소 한 도출된 요도 순으로 정렬

된다. 요도 순으로 정렬된 디자인요소는 다시 세

부항목을 체크할 수 있도록 설계 다. 

[Table 4] Check tool for Game Character 

Personality Design on 3D realism-style

2 PS1
(10.6)

DS4
(9.4)

tone □

high and low of sound □

…

DS1
(6.2)

standard language □

dialect □

…

DS3
(4.4)

vocabulary □

linguistic terms □

…

DS2
(2.8)

overall fast □

overall slow □

…

…

13 PA5
(3.7)

DA1
(8.7)

walking motion □

running motion □

…

DA2
(7.5)

Happiness □

Sadness □

…

DA4
(7.5)

greeting □

salute □

…

DA3
(6.3)

victory pose □

cheering pose □

…

실제 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디자인요소의 세

부항목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

시한 요도를 반 한 체크툴에 맞춰 성격요인과 

디자인요소의 세부항목에 한 조합의 수를 온 히 

표로 작성하면 상당한 분량이 된다. 체크툴은 3D 

실사풍, 3D 애니메이션풍, 2D 애니메이션풍별로 

[Fig. 8]에서 도출된 요도 순으로 제공된다.

게임 디자이 는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마다 

체크툴의 모든 항목을 부 설정하기는 어렵다. 본 

체크툴을 통해 주인공 캐릭터나  캐릭터와 같

이 요한 캐릭터의 성격은 요도 순에 따라 가

능한 세부 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엑스트라와 같

은 상 이나 마을 NPC 등은 요도가 높은 성격

요인과 디자인요소만 집 해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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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캐릭터의 표  방식(실사풍, 애니메이

션풍)과 제작 방식(3D, 2D)에 따라 게임 캐릭터 

성격을 효율 으로 디자인하기 해 연구방법론인 

AHP를 활용하여 게임 캐릭터 성격에 한 계층  

모형을 제시하고 요도와 우선순 를 도출한 결

과, 게임 캐릭터 성격 디자인에 있어 제작 방식과 

표  방식별 요도와 우선순 가 다름을 확인했

다. 디자인요소에서는 표  방식과 제작 방식 모두

에서 외양의 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3D에서는 행동이 2D에서는 말이 높게 나타

났다. 성격요인에서는 표  방식과 제작 방식별로 

모두 요도가 달랐다. 3D 실사풍에서는 행동, 3D 

애니메이션풍에서는 외양, 2D 애니메이션풍에서는 

말이 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방식과 제작 방식별로 다르게 도출된 요

도를 반 하여 게임 디자인 단계에서 게임 디자이

가 게임 캐릭터 성격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도

록 체크툴을 제시했다. 체크툴을 통해 게임 캐릭터 

성격 디자인 과정에서 을 둘 디자인요소와 성

격요인을 쉽게 알 수 있어 효과 인 게임 캐릭터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 하며 매력 인 게임 

캐릭터 디자인의 토 를 마련하는데 공헌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AHP 게임 캐릭터 성격 모형을 도출

하면서 각 항목 최 치를 5개로 한정했다는 한계

가 있다. 최  5개 항목으로 제한하여 비교 본 

문항 150문항으로 진행했으나 더 많은 문항으로 

문가 인터뷰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면 최  항

목을 늘려 더 상세한 게임 캐릭터 성격 디자인의 

요도와 우선순 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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