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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디어융복합 시대에서 거대캐릭터는 다양한 SF영화와 게임콘텐츠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흥행
에 성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콘텐츠에 거대캐릭터의 차용은 불가결한 요소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SF영화와 게
임에 등장하는 거대캐릭터를 정의하고, 거대캐릭터를 선별하여 외적특성과 내적특성 등 8가지로 분류하고 분석하였
다. 외적특성으로는 모양, 실루엣, 크기, 색상으로 분류하였으며, 내적특성으로는 공포감, 악마성, 이미지 및 스토리 
지향점, 유희성으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8가지 특성을 근거로 SF영화와 게임 사례 분석을 통해 ‘거대캐
릭터의 포지셔닝 모형’을 제안하였다. 거대캐릭터 포지셔닝 모형의 요소에는 어두움, 거대함, 비정형, 인간형, 동물형, 

공포감, 악마성, 스토리 지향, 이미지 지향 및 유희성으로 구분하였으며, SF영화와 게임을 이 모형에 적용하여 제안
하였다. 

주제어 : 거대캐릭터, 게임캐릭터, 캐릭터 특성, 포지셔닝 모형, SF영화, 미디어융복합

Abstract  Giant character used various SF movies and games in media convergence ages, and is essential for 
giant character in success contents. It This study defined giant character of SF movies and games, it analysed 
the eight of external characteristics and internal characteristics of giant character in SF movies and games. The 
external characteristics defined shape, silhouette, size and color,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defined fear, 
satanism, image and story focus, playfulness. Above, it was structured positioning model of giant character 
based eight characteristics and analyzation of example of SF movies and games. The elements of positioning 
model of giant characters are darkness, huge, abnormal, human, animal, fear, satanism, story focused, image 
focused and playfulness, and this study was proposed these model of elements of eight in SF movies and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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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신화와 소설 속의 타지 세계에서만 상상해오던 ‘거

캐릭터’는 오래 부터 화와 게임에 등장해왔다. 최

근 3D그래픽 기술의 비약 인 발달과 융복합시 의 도

래로 보다 다양하고 사실 으로 시각화되고 있으며, 

실에서는 할 수 없는 거 캐릭터를 소재로 한 화나 

애니메이션, 게임이 다수 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의 작은 생물들이 거 화되는 상상의 스토리 방식은 

1950년  미국 화에 자주 등장했는데, ‘Attack of the 

giant leeches, 1959‘, ’Attack of the crab monsters, 1957‘, 

’The deadly mantis, 1957‘, ’Giant gila monster, 1959‘, 등

이 그들이다. 

기에는 ’거 화는 곧 괴물’이라는 공식을 제시했지

만 아무 것이나 거 화시킨다고 괴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요한 요소는 원래 역겹거나 징그러운 것을 

거 화 시켜야 괴물로써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우아란

(2012)은 언 하 다[1].

한편 게임에서의 거 캐릭터는 주로 주인공 캐릭터

(유 )가 처치해야할 몬스터( 역)의 역할을 한다. 여

기서 몬스터(monster)는 괴이한 물류로, 지나치게 방

하거나, 모양이 흉악한 동물 는 식물을 뜻한다[2]. 

온라인 게임 ‘월드 오  워크래 트(World of Warcraft)’

에서는 거미, 사마귀, 박쥐, 거북이 등 다양한 동물들과 

괴수들을 거 화시켜 등장시킴으로써 게임 이의 몰

입 향상과 유희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 거 캐릭

터는 게임의 보스(boss)몬스터로 많이 등장하는데, 일반 

몬스터에 비해 크기와 생김새, 공략 난이도 면에서 큰 차

이가 있다. 게임에 따라 상이하지만 공략 후 여러 가지 

자원이나 경험치, 고  아이템, 큰 업 , 높은 성취감 등

을 제공한다.

거 캐릭터는 콘텐츠 산업에도 많은 기여를 하 는데, 

화 ‘아바타(2009)’는 최근까지의  세계 흥행실 이 

약 3조원에 달하며, ‘고질라(2014)’는 약 5,800억원, ‘퍼시

픽 림(2013)’은 약 4,500억원, ‘괴물(2006)’은 약 985억원의 

흥행실 을 올렸다[3]. 한 온라인게임 ‘월드 오  워크

래 트’는 2014년 부분유료 아이템 연매출이 약 8,000억

원에 달하며[4], 콘솔게임 ‘완다와 거상’은 2006년 게임 

개발자 선정 시상식에서 ‘최고의 캐릭터 디자인’, ‘최고의 

게임 디자인’, ‘최고의 비주얼 아트’, ‘올해의 게임’ 등 많

은 수상을 하기도 하 다. 그리고 ‘갓 오  워 3’는 약 

2010년까지 약 9,600억원[5]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거

캐릭터를 사용한 화와 게임 작품은 콘텐츠산업을 발

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고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 캐릭터를 정의하고 사례를 

통해 화와 게임의 주요 콘텐츠로서 거 캐릭터의 외  

특성과 내  특성을 분석하여 거 캐릭터의 포지셔닝

(positioning) 모형을 연구하고자 한다.

2. 거대캐릭터의 정의와 사례

‘거 (巨大)하다‘의 사  의미로는 형용사로 ‘엄청나

게 크다.’ ‘커다랗다’로 정의되고, 유의어로 ‘막 하다’, ‘웅

하다’, ‘우람하다’로 정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의 거 캐릭터는 자연 인 상으로 태어

난 개체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큰 캐릭터로, 화와 게

임으로 범 를 지정하여 월등히 크다는 모호성 같은 거

캐릭터의 특성을 구체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자 한다.

2.1 SF영화에 등장하는 거대캐릭터 사례

거 캐릭터가 등장한 최 의 SF 화는 미국에서 1953

년도에 스톱모션 기법을 사용하여 제작한 ‘2만 피트 심해

에서 온 괴수(The beast from twenty whousand fathoms)’

이다. 이 화는 후 에 만들어진 모든 괴물 화들의 원

형과도 같은 작품이다[6]. 

표작으로는 1954년도에 일본에서 개 한 ‘고질라

(ゴジラ)'를 들 수 있는데, ‘고질라의 역습(1955)’,  ’킹콩 

 고질라(1962)‘ 등 2014년도까지 총 30편의 고질라 시

리즈가 개 되었으며, 비디오 게임, 소설, 만화책, 텔 비

 시리즈를 포함한 수많은 미디어에 등장,  세계 인 

거 캐릭터의 가시 인 아이콘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비약 인 발달은 화 ‘쥬라기 

공원 1’ 이후로 다양하고 사실감 넘치는 괴물들이 화에

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화 ‘괴물’은 2005년에 제작된 한국의 괴물 화이다. 

극  등장하는 사람의 서  배 크기만한 몸집에 오스

러운 모습의 괴물은 인간이 한강에 버린 량의 화학약

품의 결과로 생겨난 돌연변이 생물이다. 이러한 괴물은 

환경오염의 상징성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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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개 한 화 '퍼시픽 림'은 거 괴수와 그에 

맞서는 거 로 이 등장하는 SF 화이다. ‘퍼시픽 림’의 

괴물  ‘카이주(kaiju)’ 는 ‘괴수(怪獸)’의 일본어 발음이며 

이 카이주는 앞에서 언 한 고질라가 등장한 최 의 

화 ‘고질라 1954’의 오마주(hommage)이다. 이 카이주의 

험성은 ‘세리자와 척도(Serizawa scale)’를 기 으로 

<Table 1>과 같이 분류된다[7].

category Kaiju name
height

(meters)

weight

(tons)
toxicity

Ⅰ Karloff 54m unknown unknown

Ⅱ
Onibaba 57m 2,040 t medium

Hardship 60m unknown unknown

Ⅲ Knifehead 96m 2,700 t medium

Ⅳ

Leatherback 81m 2,900 t low

Otachi 63m 2,690 t severe

Mutavore 90m unknown unknown

Scunner 134m 3,230 t low

Raiju 109m 3,475 t high

Ⅴ Slattern 181m 6,750 t high

<Table 1> Serizawa scale

<Table 1>의 세리자와 척도는 카이주가 외계와 지구

를 연결하는 통로를 통과할 때의 배수량(부피), 독성, 방

사능 수치에 의해 측정된다. 이 등 이 높을수록 지능이 

높고 교활하며, 신체가 튼튼하고 강함을 상징한다. 이러

한 카이주는 외계인의 침략의 상징성을 내포한다. 

2014년도에 개 한 ‘고질라(Godzilla)’는 최 의 고질

라 화인 ‘고질라, 1954’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화 

내용을 살펴보면 극  고질라는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데, 이러한 고질라의 목 은 ‘무토(Muto)’ 라는 괴수를 처

치하는 것이다. 극  등장인물인 세리자와 박사의 "지구

에는 불균형을 맞춰주는 자정 능력이 있는데, 고질라가 

그 "힘"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사에서 알 수 있다. 

‘무토(Muto)’는 방사능을 먹이로 살아가는 고  생명

체로, 먼 옛날에 고질라의 몸에 기생하며 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1) 곤충을 닮은 외형으로 행동, 번식 방법을 보

면 바퀴벌 , 사마귀와 비슷하다. 극 에는 수컷 무토와 

암컷 무토가 등장하는데, 사마귀처럼 암컷의 덩치가 더 

크지만 신 날개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수컷은 암컷에 

비해 덩치가 작지만 민첩하며 날개가 있어 날아다니며 

1) 영화 초반부에 무토 수컷과 암컷의 알이 발견된 곳이 고대에
죽은 고질라의 뼈대 안이다.

고질라를 공격한다. 고질라와 무토는 핵개발의 역기능을 

상징한다. 화 괴물, 퍼시픽 림, 고질라에 등장하는 거

캐릭터와 그 상징성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movie title giant characters image symbol

The Host

(2005)
m

onster

pollution

Pacific Rim

(2013)

Onibaba

alien

invasion

Godzilla

(2014)

Godzilla & muto

dysfunction

of nuclear

<Table 2> Giant characters symbol in movies

 

2.2 게임에 등장하는 거대캐릭터 사례

게임 거 캐릭터 사례로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Blizzard Entertainment)의 표 게임인 ’워크래 트‘ 시

리즈의 세계 을 바탕으로 최 로 개발한 MMORPG인 

‘월드 오  워크래 트(World of Warcraft)’가 있다. 약칭 

‘와우(WoW)‘로 2010년에 출시된 와우의 세번째 확장팩

인 ’ 격변‘의 최종보스인 '데스윙'이 와우의 표 인 

거 캐릭터의 하나라고 들 수 있겠다. 

복수와 분노를 상징하는 데스윙은 괴자로 불리며, 

갈라진 가슴에서는 심장이 불타오르고, 온 몸을 아다만

티움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어 역 캐릭터로 가시화되

었다.

‘완다와 거상(Shadow of the Colossus)’은 2005년에 

발매된 이스테이션2(PlayStation2)용 액션 어드벤쳐 

게임이다. ‘완다'라는 이름의 소년이 죽은 소녀의 생명을 

되돌리기 해 16종의 거상을 순서 로 물리치는 스토리

텔링형 게임이다. 게임에 등장하는 거상의 몸은 돌과 흙, 

털과 건물의 잔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게임 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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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목소리 ‘도르민’이라는 존재의 혼이 16개로 나뉘

어 거상에 인되어있는데, 완다를 이용하여 거상들을 

쓰러트리고 자신이 부활하고자 한다. 이러한 거상 캐릭

터는 인된 악마의 상징성을 내포한다.

‘갓 오  워 3(God of War 3)’는 2010년에 발매된 

이스테이션3(PlayStation3)용 액션 어드벤쳐 게임으로,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한 게임이다. 자신의 아내와 딸을 

죽게만든 복수심으로 주인공 크 이토스(Kratos)2)가 다

른 신들을 처치해가며 스토리가 진행된다. 게임 후반 부

에서 헤 이스토스(Hephaestos)가 무기를 만들어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들여 타르타로스(Tartaros)3)로 간 크 이

토스는 산만한 크기의 크로노스(Kronos)와 투를 벌인

다. 결국 크 이토스에게 무기를 만들 재료를 제공하며 

죽는 크로노스는 복수를 한 도구의 상징성을 내포한다.

게임 월드 오  워크래 트: 격변, 완다와 거상, 갓 

오  워 3에 등장하는 거 캐릭터와 그 상징성을 정리하

면 <Table 3>과 같다.

game title giant characters image symbol

World

of

Warcraft

Cataclysm

(2010)

deathwing

revenge,

anger

shadow

of the

colossus

(2005)

colossus

sealed

devil

God of 

War 3

(2010)

cronos

tools

for

revenge

<Table 3> Giant characters symbol in games

2) 강함이나 힘을 의인화한 그리스의 신
3) 지하의 명계 가장 밑에 있는 나락의 세계

3. 거대캐릭터의 내외적 특성

화와 게임에 등장하는 거 캐릭터들은 인간과 비교

했을 때 월등히 크다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징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 캐릭터의 외  특성과 내

 특성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3.1 거대캐릭터의 외적 특성

거 캐릭터의 외 (外的) 특성을 아래 <Table 4>와 

같이 모양(shape), 실루엣(silhouette), 크기(size), 색상

(color)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각각 사례를 용하여 표

하 다.

External

character-istic
Definition

Giant characters Image

Giant characters name /Expression

Shape Appearance

Godzilla /awe black mega dinosaur

Silhouette outline

 Slattern's outline /unpleasant thing

Size
Length, 

Height

Deathwing /awe size

Color
Character's

Personality

Muto /dark-gray : strong, hard, dark

<Table 4> External Characteristic of Giant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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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모양’으로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 자체이며, 고

질라는 ‘엄청나게 크고 경외 인 공룡(awe black mega 

dinosaur)‘으로 표 할 수 있다. 선행연구의 캐릭터 선호

도 설문조사[8]에서는 [Fig. 1]의 동물형 캐릭터  크기2

번의 크고 어두운 색의 캐릭터를 더 선호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 animal type characters preference model
comparison 

둘째는 ‘실루엣’으로서 캐릭터의 외곽선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퍼시핌 림’에 등장하는 가장 강력한 카이주인 

슬 턴의 실루엣은 비정형(非定型)이며 몸통과 꼬리 끝 

부분에 뾰족한 삼각형 돌기들이 붙어 있는 형태로 정형

보다 비정형 도형일수록 불쾌함을 더 느낄 수 있다[9]. 그

러므로 슬 턴의 실루엣은 ’불쾌한 것(unpleasant thing)'

으로 표 할 수 있다.

셋째는 ‘크기’로서 캐릭터의 길이와 높이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Table 4>의 데스윙 이미지는 데스윙이 얼마

나 큰지를 인간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를 경외

이라고 표 할 수 있는데 ‘경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을 뜻한다 화 ’쥬라기 공원‘에 등장하는 라키오사우

르스는 티 스보다 몸집이 더 커다란 공룡이지만 두려움

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경외  감정을 일으키는 존재이

다[10]. 따라서 데스윙은 ’경외 인 크기(awe size)'로 표

할 수 있다.

넷째는 ‘색상’으로서 거 캐릭터의 성격을 나타내는 

특성으로, 무토는 어두운 회색(dark-gray)으로 강함

(strong)과 단단함(hard), 어두움(dark) 등으로 표 할 수 

있다. 손인수, 이유연(2002)은 악을 묘사한 캐릭터들은 

주로 낮은 명도와 채도의 검정색, 회청색 등의 색채가 주

로 용된다고 말한 바 있다[11]. 

3.1 거대캐릭터의 내적 특성

거 캐릭터의 내 (內的)특성을 아래 <Table 5>와 

같이 공포감(fear), 악마성(satanism), 지향 (focus), 유

희성(playfulness)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각각 사례를 

용하여 표 하 다.

Internal 

character-istic
Definition

Giant characters image

Giant characters name /Expression

Fear

Fear

or Dislike

degree

centipede, grasshopper /dislike

Satanism
Good & 

Evil's degree

Muto /hostile, Godzilla /neutral

Focus

Image

focused

colossus /emphasises visual image

Story

focused

Deathwing /emphasises story

Playful

-ness

Feeling

Fun

Chronos / fun of sensual & 

imaginative

<Table 5> Internal Characteristic of Giant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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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공포감’으로서 거 캐릭터에 의해 느껴지는 

두려움과 오감을 나타나는 특성으로, 2005년도에 개

한 화 ‘킹콩’에 등장하는 거 곤충들(메뚜기와 지네, 거

미 등)은 두려움의 상이 될 수 있다. 화 객의 공포

감 유도를 한 반응과정  공포증(phobias)을 이용한 

것이 있는데, 거미, 뱀, 고양이 등 다양한 상에 한 공

증을 활용하여 이 상들을 떼로 표 하거나 크기를 

크게 변형하여 공포감을 극 화하려는 방식도 있다고 안

의진(2013)은 언 하 다[12].

둘째는 ‘악마성‘으로서 거 캐릭터의 선악의 정도를 

나타내는 특성으로 앞에서 언 한 ‘고질라 2014‘의 고질

라와 뮤토를 들수 있다. 극  고질라는 인간들의 공격에

도 상 하지 않고 뮤토 만을 목표로 진한다. 하지만 뮤

토는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해 먹이인 방사능을 빼앗

기 해 인간들을 공격한다. 김수향(2010)은 인 계 원

형모형으로 캐릭터의 성격에 따른 유형을 여러 가지 형

용사로 표 하여 구분하고 각각의 형용사에 해당되는 성

격을 단계별로 분류하여 한 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돕는 

표를 활용하 다[13]. 이 표에서 수평축은 ’ 인’부터 

’친근한’까지를 구분하 는데, 여기에 고질라와 뮤토를 

입시킨다면 [Fig. 2]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2] Satanism‘s degree

셋째는 ‘지향 ‘으로서 거 캐릭터가 이미지지향 인

지 스토리지향 인지에 한 요소로, 게임 완다와 거상

의 거상은 이미지지향 이라고 할 수 있고, 게임 와우의 

데스윙은 스토리지향 [14]이라고 표 할 수 있다. 

게임 ‘완다와 거상’의 거상은 돌로 된 거인이라는 것과 

주인공(완다)가 무찔러야할 상이라는 것 이외에는 스

토리 인 측면에서 언 된 바가 거의 없다. 게임에서는 

거 한 거상을 표 하기 해 거 한 몸집과 아래에서 

로 올려다보는 카메라 촬  기법, 거상의 무게를 나타

내는 느릿한 움직임 등 시각 인 효과를 강조했다는 것

에서 이미지지향 이라고 할 수 있다. 

와우의 거 캐릭터 데스윙은 원작 게임인 워크래 트 

2(Warcraft 2)의 시나리오 미션에 최 로 등장했으며, 맷 

번즈(matt burns)의 단편소설 ‘ 상의 사명[15]’의  스토

리의 심에 있는 캐릭터로, 와우의 3번째 확장팩인 ‘

격변’의 최종보스로 등장하 다. <Table 3>의 데스윙 이

미지는 ‘데스윙의 등’ 이라는 인스턴스(instance) 던 으

로, 게임 내 던  도감에 의하면, 데스윙은 과거 ‘용의 

혼‘이라는 강력한 힘의 부작용으로 몸의 여러 부분이 갈

라져 그 부분을 엘 멘티움 갑옷으로 덧 워 합하 다

고 묘사되며, 이 갑옷을 제거하는 것이 목 인 던 이다. 

한 데스윙에 련된 다양한 스토리의 퀘스트들이 게임 

내에 등장한다는 에서 데스윙은 스토리지향  거 캐

릭터라고 할 수 있다. 

넷째는 ‘유희성’으로서 이어가 거 캐릭터로 인해 

느끼는 재미(fun)를 나타낸 특성으로, 윤형섭(2007)은 

MMORPG의 재미 평가 모델을 감각  재미, 도  재

미, 상상  재미, 사회  상호작용의 재미로 구분하 다. 

이  감각  재미는 그래픽, 사운드, 실제감, 조작통제

감, 타격감으로 하  구분하 고, 상상  재미는 스토리

텔링, 캐릭터 자유도, 선택다양성, 탐험/경험, 가상세계 

향력으로 하  구분하 다[16].

갓 오  워 3(God of War 3)에 등장하는 거 캐릭터

인 ‘크로노스(chronos)’는 거 한 산을 등에 메고 있는 거

인 캐릭터로, 크로노스를 공략하는 장면이 다이내믹

(dynamic)하게 연출된다. 이는 감각  재미인 그래픽, 사

운드, 실제감과 상상  재미인 스토리텔링, 탐험/경험, 가

상세계 향력이 높은 거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4. 거대캐릭터의 포지셔닝 개요와 사례

   분석

본 논문에서의 '거 캐릭터 포지셔닝'은 SF 화와 게

임에 등장하는 거 캐릭터 사례를 앞서 언 한 거 캐릭

터의 내외  특성으로 분류하고, 화 객과 게임 

이어에게 어떤 향을 끼치는지에 한 정성  분석을 

의미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구체 인 거 캐릭터의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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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선별 기 은 다수의 거 캐릭터가 등장해야 

한다는 것과 거 캐릭터가 앞에서 정의한 ’자연 인 

상으로 태어난 개체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큰 경우‘이

다. 분석을 해 선별된 화와 게임에 등장하는 거 캐

릭터 12종의 기본 이미지를 아래 <Table 6>과 같이 추

출하 다.

Movie :

Pacific Rim
Kaiju image

Game :

Shadow 

of the 

colossus

colossus image

ⓐ

Onibaba

ⓐ

Quadratus

ⓑ

Knifehead

ⓑ

Avion

ⓒ

Leatherbak

ⓒ

Pelagia

ⓓ

Otachi

ⓓ

Phalanx

ⓔ

Raiju

ⓔ

Argus

ⓕ

Slattern

ⓕ

Malus

<Table 6> Giant characters in Movie & Game

분석 기 은 거 캐릭터의 외  특성인 모양(인간형, 

동물형), 실루엣(정형, 비정형), 크기(거 함) 색상(어두

움)과 내  특성인 공포감, 악마성, 지향 (이미지 지향, 

스토리 지향), 유희성으로 총 10가지이다. 

[Fig. 3] Proposal on positioning model of giant
characters

[Fig. 3]은 ‘거 캐릭터 포지셔닝 모형’의 기 으로, 상

기 언 한 10가지의 포지셔닝 요소로 화와 게임의 거

캐릭터의 특성을 가시화 한 것이다. 선별된 화와 게

임의 거 캐릭터를 의 포지셔닝 모형에 용하여 아래 

[Fig. 4]와 같이 맵핑형으로 분석 하 다.

[Fig. 4] Positioning Model of Giant Characters in
Movie 'Pacific Rim'

[Fig. 4]는 화 ‘퍼시픽 림’에 등장하는 카이주 6종을 

거 캐릭터 포지셔닝 모형에 입한 결과로, ⓐ Onibaba

는 동물형에 가까우며 공포감이 강하고 스토리 지향 인 

캐릭터이며, ⓑ Knifehead는 인간형에 가깝고 어두운 색

상과 악마성이 강한 캐릭터, ⓒ Leatherbak은 인간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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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우며 어두운 색상과 악마성이 강한 캐릭터, ⓓ 

Otachi는 유희성과 악마성이 강한 이미지 지향  캐릭터, 

ⓔ Raiju는 거 하며 공포감이 강하고 이미지 지향  캐

릭터, ⓕ Slattern은 거 하고 어두운 색상과 비정형이며, 

이미지 지향 인 캐릭터이다. 이상과 같이 용한 포지

셔닝은 앞에서 언 한 <Table 1>, 화와 컨셉아트북의 

내용을 근거로 채용하여 모형을 작성하 다.

[Fig. 5]는 게임 ‘완다와 거상’에 등장하는 거상 6종을 

거 캐릭터 포지셔닝 모형에 입한 결과로, ⓐ Quad 

-ratus는 동물형에 가까우며 이미지 지향 인 캐릭터이

며, ⓑ Avion은 동물형에 가까우며 이미지 지향  캐릭

터, ⓒ Pelagia는 비정형이며 악마성이 강한 캐릭터, ⓓ 

Phalanx는 거 하고 유희성이 강하며, 이미지 지향  캐

릭터,  ⓔ Argus는 인간형에 가까우며 어두우며 이미지 

지향  캐릭터, ⓕ Malus는 거 하며 어둡고 이미지 지

향 이며 공포감이 높은 캐릭터이다.

 

[Fig. 5] Positioning Model of Giant Characters 
in Game 'Shadow of the colossus'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거 캐릭터의 내 특성, 외 특성을 분

석하 고, 거 캐릭터가 등장하는 화와 게임을 선정하

여 각 분야별 6종씩 총 12종의 거 캐릭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 거 캐릭터의 특성을 내외  특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 다. 외  특성을 모양, 실루엣, 크기, 색상으로, 

내  특성을 공포감, 악마성, 이미지  스토리 지향 , 

유희성으로 표 하여 거 캐릭터 포지셔닝 모형 구축의 

근거로 삼았다.

둘째, 거 캐릭터 포지셔닝 모형 구축을 해 SF 화 

‘퍼시픽 림’의 카이주 6종과 게임 ‘완다와 거상’의 거상 6

종을 기 으로 포지셔닝 키워드 10가지를 입한 결과, 6

종의 카이주는 부분 이미지 지향 이며 비정형이고 높

은 악마성을 띄고 있으며, 6종의 거상은 부분 이미지 

지향 이고 거 하며, 동물형에 가깝다는 것을 악할 

수 있었다.

셋째, 화와 게임의 거 캐릭터의 속성을 거 캐릭터 

포지셔닝 모형을 통해 제안하 으며, 추후 거 캐릭터를 

주요 소재로 한 미디어융복합 콘텐츠 기획  제작 시 가

이드라인으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거 캐릭터에 해 느끼는 

공포감, 유희성 등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과 

이에 한 사용자 인터뷰나 설문을 통해 구체 인 분석

을 하지 못한 , 그리고 거 캐릭터 포지셔닝 키워드 10

가지에 따른 사례별 입 결과 값에 한 명시  근거 부

족을 들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거 캐릭터에 한 

제작연  별, 장르 별, 작품 별, 사용자 별 분석 등, 구체

인 포지셔닝 체계 구축을 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REFERENCES

[1] A-Ran Woo, Comparison Study on Monster‘s 

Characteristic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Horror Movies based on Art-Horror,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Graduate School 

Yeungnam University, pp.13, 2012.

[2] Oh Rak, Design and Development of the Monster 

Characters in the Online Game Monster of Legend, 

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 pp.12, 2013.

[3] www.boxofficemojo.com

[4] Raptorak, Top 10 MMOs by Worldwide Reve nue 

for 2014, http://rpgparadise.com/games/general/ 

top-10-mmos-by-worldwide-revenue-for-2014/, 

October 28, 2014.

[5] Gamesbeat, Report: U.S. video game sales rise in 



The Study on Positioning of Giant Characters of Sci-Fi Movies & Games in Media Convergence Ag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57

March, God of War III leads sales charts, 

http://venturebeat,com, April 16, 2010.

[6] Do-Hoon Kim, Monster Encyclopedia, http://www. 

cine21.com, June 24, 2006.

[7] Pacific Rim : Man, Macjines, and Monsters, 

pp.130-149, 2013.

[8] Hye-Young Hwang, Ji-Hong Kim, A Study on the  

Preference of Monster Character by Children and 

Young Generation in Animation,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07 Spring Conference, vol. 

5, No. 1,  pp.3-4, 2007.

[9] Dae-hyun Jung, Kwang-hui Han, The Effect of 

Shape on Emotion, HCI Korea, HCI 2007, pp.1528, 

2007.

[10] Dong-Hoon Han, Study on the Relativity of Game 

Character and Grotesque Aesthetics -focused on 

the MMORPG Genre-, Graduation School, Kong Ju 

National University, pp.19, 2009.

[11] In-soo Sohn, Youyeon Lee, A Study on the Rein 

-forcement Strategy for Character used Repeated 

Color in Disney Animation -Among Color Contrast 

for Character of Good & Evil, KSDS 2002 Spring 

Conference, Vol. 46, pp.107, 2002.

[12] Eui-Jin Ahn, Why Do Viewers Fear Fictional 

Monsters in Horror Movies?, Korean Women's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Studies, Media, 

Gender & Culture, Vol, 26, pp.43, 2013.

[13] Su-Hyang Kim, An Analysis of Video Game Cha 

-racters Depend on Presenting Personality, Sang 

myung University, College of Art & Culture, pp.57, 

2010.

[14] Ha-Young Bang, Studies on 3D Game Character 

-izing and design,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p.42-47, 2007.

[15] Matt Burns, Charge of the Aspects, World of 

Warcraft Home page, Short Stories, 

http://kr.battle.net/wow/ko/game/lore/short-story/c

harge-aspects/1, 2011

[16] Hyung-sup Yoon, A Study on the Evaluation Mo 

-del of Fun in Online Gameplay, Human Contents, 

Vol. 22, pp.65, 2011.

주 진 수(Joo, Jin Su)
․2012년 2월 : 건국 학교 시각정보

디자인학과 (디자인 학사)

․2013년 9월 ～ 재 : 국민 학교 테

크노디자인 문 학원 엔터테인먼

트디자인 공 석사과정

․ 심분야 : 콘텐츠, 캐릭터, 게임, 게

임아트

․E-Mail : chung1sek@gmail.com

오 승 환(Oh, Seung Hwan)
․1994년 2월 : 국민 학교 시각디자

인 (디자인 석사)

․2010년 2월 : 경성 학교 디지털디

자인 문 학원 (디자인학 박사)

․2004년 2월 ～ 재 : 국민 학교 

상디자인학과 교수

․ 심분야 : 인터랙티 미디어디자

인, 엔터테인먼트디자인

                     ․E-Mail : distortion@kookmi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