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  경  목적

게임 캐릭터를 구별하는 방법 에 사실 표 법과

비사실 표 법으로 나 수 있다. 사실 표 은 사람

과 같은 사실 외형형태와 움직임을 표 한 캐릭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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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다양한 구성과 완성도가 높은 게임성, 그리고 화려하고 사실 그래픽이 더해져 수많은 마니아를 양산한 게임을

명작이라 부른다. 게임사를 통틀어 수많은 명작게임이 나왔다가 사라진 이래 다시 근래에 모바일로 부활하고 있다. 이러한

상은 여러 가지 하드웨어 이유나 소 트웨어 인 이유가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게임의 몰입도를 한 여러 요소

유 의 자율선택에 의한 게임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캐릭터의 그래픽 인 이슈를 심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하 다. 여러

게임의 캐릭터 에 세계 으로 가장 사랑 받고 있는 캐릭터 탄생과 더불어 세계의 게임역사에서 그 어는 캐릭터보다

다양한 발 을 보인 슈퍼마리오라는 캐릭터를 심으로 그래픽의 발 과정과 다양한 표 연출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사

료되어져서 그 캐릭터를 심으로 비교분석 연구를 통한 게임캐릭터의 다양한 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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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s called masterpieces, which are made up of a lot of enthusiasts by adding a variety of configurations, 

high game quality, and colorful and realistic graphics. Since many classic games came out and disappear from the 

game companies, they have been revived in recent years as mobile. Although this phenomenon may have various 

hardware and software reasons, the present researcher intends to compare and analyze the graphical issues of the 

characters that can increase the game immersion by the user's autonomous selection among the factors for the 

immersion of the game . In addition to the birth of one of the most loved characters in the world among the 

characters of various games, it is considered to be a character who has developed the process of graphic and various 

expressive production centering on the character called Super Mario which shows various developments than the 

character in the game history of the world We will present various possibilities of development of game character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and research based on the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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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며 가장 많은 게임캐릭터형태라고 볼 수 있다. 컴퓨

터 그래픽의 하드웨어 소 트웨어의 발 에 힘입어

최근까지 게임캐릭터의 표 법에 주류를 이루고있는 표

법이다.

비사실 표 법은 사람의 기본 골격을 기본으로 제

작 표 하나 과장법과 축소법을 이용하여 외형 으로는

불가능한 형태임에도 게임캐릭터의 기획 상 표 되어지

는 상상력에 의해 그 형태가 표 되어진다. 물론 이러한

표 법도 사실 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지는 표 법

에 하나라고 사료되어진다.

표 법을 좀더 세분화하면 2D 표 법과 3D 표 법으

로도 나 수 있다. 창기 게임개발에 있어서는 컴퓨터

그래픽의 한계에 의해 부득이하게도 2D 표 법외에는

다른 표 법이 없었다. 당시 모든 표 법은 도트를 이용

한 표 법외에는 없었다. 도트를 이용한 게임그래픽 표

은 약 10여년간 지속되었다. 그 사이에 컴퓨터그래픽

은 하드웨어의 빠른 발 과 소 트웨어의 벡터 비트

맵 기술 그리고 3D 로그램의 부신발 으로 인해 게

임캐릭터 표 법에 많은 향을 주었다. 이는 다양한 매

체에 다양한 게임의 표 으로 매체의포 성안에 단순함

으로 모든 것을 표 하여야했던 창기도트캐릭터는 게

임개발자들에게는 한계를 가진 표 법으로 그 역량을

100%를 표 할 수없다는 고정 념을 가지게 되었다. 이

는 모든 캐릭터들이 시 사용자들의 요구에 의해

사실 인 표 법으로 바 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게임캐릭터는 3D 로그램을 이용한 사실 표 이 주

가 되는 환경으로 바 게 되었다. 물론 하드웨어의

발 과 소 트웨어의 발 은 동반 발 한다고 한다. 이

것은 처음의 도토캐릭터 표 법에서 지 의 3D 표 으

로 바 어진 것이 아니라 간의 발 단계가 존재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때에 모든 환경이 지 과 같지 않았

던 시기도 있었다. 도트캐릭터표 을 하기에는 모든 상

황이 월등했으나 3D 표 으로 지 과 같은 사실 표

의 캐릭터가 표 되기에 부족했던 시기의 캐릭터가 2D

캐릭터이다. 한때에는 래시 캐릭터라고 불릴 만큼 많

은 캐릭터표 이 특정 로그램으로 만들어지던 시기가

있었다. 그 후에도 많은 유 들은 시 다양성에 의해

캐릭터의 표 법은 다양하게 동시다발 으로 발 하게

되었다고 사료되어진다. 모든 캐릭터가 꼭 3D로만 만들

어야 한다가 아닌 게임기획자나 는게임 캐릭터개발자

가 제작하고자하는 표 법에 의해 그리고게임을 이

하는 유 들의 요구에 의해 그 표 법이 나 어지고 제

작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Fig. 1. Super Mario Character's Change 

이처럼 시 의 여러 외 환경과 내 환경의 향에

도 불구하고 꾸 히 개발되고 발 된 슈퍼마리오를 본

논문에서 으로 캐릭터의 다양한 발 과정을 내포

하고 있어 연구주제와 가장 합한 캐릭터 비교 상이라

사료되어진다. 이에 마리오(Mario)라는 캐릭터의 발 과

정은 Fig. 1과 같이 시 그래픽기술발 과 연구 분석

함이 재의 다양한 캐릭터 표 방법의 근간이 되리라고

사료되어지며 특히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도트캐릭

터의 발 과 분석으로 캐릭터의 시 변화를 각 시

별로 소 트웨어와 하드웨어 인 부분으로 나 어 자료

조사와 분석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 본론

2.1 도트  개념

도트(Dot:Damage over Time)란 2D 그래픽 이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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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단 인 “ ”을 뜻하는 단어이다. 본래 ‘도트’는 동그

란 을 뜻하는 단어지만, 게임에서는 ‘픽셀’(Pixel)과 혼

용해서 사용하며, 사실상 ‘픽셀=도트’라고 도 무방하다.

게임 개발에서는 이미지를 만들 때, 작은 들로 이루어

진 비트맵그래픽(Bitmap Graphics)을 만드는 작업을 ‘도

트표 ’이라고도 한다. Picture Element의 인말인 픽셀

(Pixel)은 사 의미로는 -선-면의 ‘ ’이다[1]. 디지

털 기기에서 시각 이미지를 표시하기 해서는 평면상에

가로세로의 좌표값을 매기고 각 좌표값마다 어떤 색의

을 찍을지를 데이터로 정의하는 작업을 거친다. 을

찍어 이미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픽셀은그보다는 좁은

의미다. 8비트 수 의 이미지를 가리킨다[15].

Fig. 2. <Super Mario> Mario Pixel Image[1]

Fig. 2의 캐릭터사이즈를 보면 16X16의 총 32개 픽셀

로 그렸다. 사이즈가 클수록 그림이라기보다는 모자이크

느낌이 난다. 마치 모자이크를 한 듯낮은 해상도는 일부

러 구 한 것이 아니라 시 의 기계 표 한계 때문이

다. 게임 그래픽은 마리오가 서 있는 이미지 한 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 달리는 형태, 떨어지는 형태

등을 하나하나 그린 다음 상황에 맞게 움직여 줘야하기

때문에 정지화면이나 단순 애니메이션보다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7-80년 개인용 컴퓨터의 애 의

메인 메모리 용량은 48KB 다. 요즘의 PC들이 보통 갖

추는 기본 메모리가 4GB수 임을 생각하면 약 9만배 수

의 차이를 보인다.

2.2 술적 한계

기술 한계는 게임 디자이 들에게 강한 상상력을

요구했다. 아마도 마리오의 원화가가 생각했을 주인공

캐릭터는 런 들의 조합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컴퓨터 게임 안에 구 하기 해서는 캐릭터 이미

지의 가장 핵심 인 요소들만을 남긴 채 단순화하는 작

업이 필요했다. 빨간 모자, 란멜빵바지, 콧수염만이제

한된 용량 하에서 캐릭터의 특징을 표 하는 요소로 살

아남았다[2]. 최근의 고해상도 이미지와 비교해 본다면

리티의 차이가 극명함이 분명한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러한 낮은 해상도의 그래픽이 나름의 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다[10].

낮은 해상도임에도 불구하고 고 게임의 양식에 한

향수가 이처럼 존재하는 것은 해상도가 낮을수록 상상력

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낮은 해상도로 구 하여 생

략된 부분은 게이머의 상상력으로 채워진다. 어린 시

제한된 기기가 제공한 낮은 해상도의 픽셀 캐릭터는

군가에겐 상상의 캐릭터 을 것이다. 각자의 상상 속에

만들어진 형상은 완벽하게 표 된 캐릭터보다는 게이머

본인의상상안에선독특하고구별된캐릭터 을것이다[9].

이른바 고 게임의 ‘ 트로함’ 이라고 불리는 특유의

상상감수성은 여기서 출발한다. 소설과 같은 문자 텍스

트 매체는 이미지를 그려내기 해 문자로 정황을 달

하는데, 픽셀 그래픽의 고 게임은 이미지의 재료가 될

수 있는 픽셀 형태를 제공함으로 문자매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미지을 형성한다. Fig .3의 <울티마>의 주인

공인 캐릭터가 콧수염이 달렸는지, 키가 크고 갈색 머리

인지를 게임이 알려주지는 않지만 게이머는 게임이 제공

하는 픽셀 이미지를 활용하여 각자의 상상 안에서 각자

의캐릭터에 한이미지을갖게되고, 이는기존의매체와

게임이 갖는 방식에서의 요한 차이 으로 남는다[11].

Fig. 3. <Ultima 5> Avatar image art in game and 

avatar artwork in game package

단순히 시각이미지만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게임 내의

다양한 맥락 안에서 픽셀 이미지는 아트워크 이상의 상

상을 게이머에게 제공하는 상상의 재료가 된다. 그 상상

은 게이머마다 달라서, 각자의 캐릭터가 된다. 그 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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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픽셀 이미지는 나름의 양식으로 자리매김했다. 최

근에는 넘치고 넘치는 하드웨어 환경에도불구하고 굳이

고 인 느낌을 살리기 해 픽셀 방식으로 제작되는

게임들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Fig. 4의 <리

스크오 인>같은 게임들은 일부러 픽셀 방식을 도입

하여 특유의 느낌을 살려낸 수작들로 꼽힌다. 그리고 고

게임의 시 를 겪어온 이들의 감성은 시 를 지나

됨으로 픽셀 게임이 주는 느낌이 하나의 양식으로 자

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5].

해상도에 따른 그래픽 용량은 이어의 게임 속

시간과 게임세계의구 속도 게임기개발 과정 등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게임 개발자는 이를 고려해 해상

도를 설정해야한다[3].

해상도 설정이 부각되는 표 게임 장르로는 실시

간으로 그래픽을 구 하는 다 속온라인 역할수행 게

임과 사실 인 게임 세계를 재 하는 1인칭 슈 게임이

있으며 <둠>은 소용량으로고 리티의 그래픽구 의

표 인 게임이다.

Fig. 4. <Risk of Rain> Character selection screen

2.3 현 술력  전

화면을 구성하는 기본단 인 픽셀이 얼마나 많이 사

용되었는지로 단하는 해상도는 높을수록 더욱 출력물

이 선명해지며, 그만큼 하드웨어 인 연산능력 역시 많

이 요구된다. 존하는 리얼 타임 더링 기술로는 PC나

게임 콘솔등의 가정용 기기에서 Full HD 이상의 결과물

을 안정 으로 출력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

CG에서 3D 오 젝트를 구성하는 기본단 로서, 3개

의 좌표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폴리곤이라고 한다. 폴리

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세 한 표 이 가능해지며, 그

만큼 실시간 더링 연산능력 역시 많이 요구된다.

게임 콘솔을 기 으로 할 때에, 5세 기의 경우 캐릭

터마다 약 150~300 폴리곤, 6세 기의 경우 1000~3000 폴

리곤, 7세 기의 경우 1만~2만 폴리곤 가량이 할당되었

으며, 8세 기인 재의 경우 8~20만개 가량의 폴리곤을

주연 캐릭터에 할당하고 있다(Table 1 참고).

한정된 조건에서 최 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구동 환경을 수정하는 과정과 게

임에서는 서버의 최 화, 더링 최 화 등으로 다양하

게 사용되며, 이는 그래픽 최 화를 의미한다. 그래픽 최

화는 개발자와 이어 간의 컴퓨터 사양 차이를

여 게임의 속도감을 높이고 안정 인 그래픽을 구 하기

함이다. 개발자가 직 데이터 용량을 최 화하는 것

과 이어가 단계별로 환경을 조정할 수 있도록 환경

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12].

PC Game issue

1975 true color Shsrk Jaws
First character graphic
game

1977

VCS(Atar
i 2600
Video
Compute
r System

Space Wars
Introduction of the first
vector graphics technology

1980 Mystery House
The first graphics and text
combination game.

1981 IBM-PC -Donkey Kong
The first game designer's
project

1984

CGA)
(Color
Graphics
Adapter)

Kings Quest
The first 3D graphics
game

1985

EGA
(Enhance
d
Graphics
Adapte)D
evelopm
ent

-Super Mario
Bros

640✕350 resolution

1987

VGA
(Video
Graphics
Array)_IB
MDevelo
pment

640✕480 resolution

1993

SVGA
(Super
Video
Graphics
Array)

Sony "PlayStation"
development to achieve
32-bit color.

1996
Virtual Fighter
3

3D graphics game of the
first virtual reality
technology

1997
-Super Mario
64

The first 64-bit video
game

1998 Space Quest 7
First Video Insertion 3D
Graphics Game

2002
-Super Mario
Sunshine

Nintendo 64

Table 1. Game Graphic Development Table[4]



매체  포 성과 술  다양성에 따른 게 그래픽  캐릭터변화 연 석 291

2.4 슈 마리  그래픽 변천 미

게임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하나가 닌텐도

의 마리오이다. 35년이상 장수하는 게임캐릭터로서 다양

한 변화를 보여 캐릭터 하나이다(Fig. 1참고). 1981

년 최 의 게임디자이 의 로젝트로 탄생한동키 콩이

후 1983년 8비트 게임기인 닌텐도의 “패 리컴퓨터”의

발매후 탄생한 슈퍼마리오 라더스의 인기와 캐릭터의

사랑은 지 까지 이어지고 있다[4]. 처음 시작을 도트캐

릭터로 출발하여 재는 다양한 랫폼에서 고 리티의

표 법으로 제작되어 많은 게임유 들에게 인기를 이어

나가고 있다. 최근 2016년 닌텐도에서 제작된 닌텐도 최

의모바일게임을 ‘슈퍼마리오런’을 출시한이유가 그

증거라고 사료되어진다[13].

Table 1에서 보듯이 슈퍼마리오의 첫발매시에 슈퍼마

리오는 16X16의 총 32개 픽셀로 그려졌다. 당시 표 할

수 있는 CG의 기술에서최고의표 법이었다고 할수 있

다. 이후 슈퍼마리오의 인기에 힘입어 슈퍼마리오는 계

속 새로운 버 으로 출시되었다[5]. 물론 시 변화와

발매 당시의 사회 이슈 인 향으로 인해 좀 더 사실

인 표 과 하드웨어의 발 에 힘입어 더 사실 인 표

방법으로 그래픽 인 발 을 이루었다[14]. 처음으로

동키콩에서 그모습을보인 후 30년이 넘는세월동안 많

은 시리즈의 슈퍼마리오의 확 재생산을 통해서 캐릭터

가 차 생명력을 얻어오고 있다고 생각된다. 컨텐츠는

소비자에 의해 소비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소비자에

의해 재창조될 수 록 매력을 더 해 간다[7]. 마리오 변천

사를 살펴보면, 확실히 마리오는 그래픽 기술로 인

해 단순히 정교하고 화려한 그래픽으로 바 는 것만이

아니라 둥 고 귀여운 인상을 강조하여 캐릭터 자체로

서의 상품성을 보다 강조해 가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8]. 한 최근 발매된 슈퍼마리오 런의경우닌텐도의 첫

모바일 게임으로 슈퍼마리오가 출시되었으며 그래픽 인

요소의 경우 기타매체에서 사용되어진 고 리티의 그래

픽과 다르지 않은 높은 퀼리티의 요소를 보여 주었다.

3. 결론

창기 게임캐릭터의 표 은 개발당시 최고의 표 력

을 사용하여 개발된 캐릭터로 도트캐릭터의 표 이 최상

이었다[15]. 개발자의 요구사항이 최고의 퀼리티를 요구

하 어도 당시의 하드웨어능력의 능력으로는 최상의 표

이었다고 사료되어진다. 하지만 재의 하드웨어 인

기술력과 수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재에는 하드웨어

인 문제 보다는 Table 1에서 보듯이 소 트웨어 인

다양성이 존재로 인해 표 의 다양성에 을 둔다고

사료되어진다. 즉 재 도트캐릭터의 부활은 잠깐의 유

행과 같은 상이 아닌 다양성의 문화 코드에 맞추어

진 개발자의 시 요구사항에 따른 표 방법의 하나라

고 사료되어진다. 과거의 도트캐릭터의 재 이 아닌 시

게임유 들의 요구에 따른 발 된 도트캐릭터표

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게임캐릭터의 발 가능성을 가진

표 방법으로 발 될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그래픽 인

여러 표 방법의 하나로 자리매김이 되어 질것으로 사료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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