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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 IT 기술환경과 게임 산업의 위상에 비해 글

로벌 경쟁력을 갖춘 킬러콘텐츠의 부재를 문제점으

로 지적할 수 있겠다. 킬러콘텐츠의 부재는 스타 캐

릭터의 결핍으로 귀결된다. 캐릭터의 스타성은 게임

기획 과정과 마케팅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일본 닌

텐도의 슈퍼 마리오브라더스(Super Mario Bros.)는 

닌텐도를 대표하는 킬러콘텐츠임과 동시에 세계적

인 스타 캐릭터로 자리매김 하였다. 스타성이 확보된 

캐릭터와 접목된 킬러콘텐츠의 생산은 다양한 부가

가치를 유발한다. 본 논문은 한국 게임 콘텐츠의 도

약을 위해 문화원천의 성장요소에 따른 스타 캐릭터 

육성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방향 및 구성

본 연구는 원천소스인 게임 캐릭터가 기술 환경에 

따라 변천하면서 스타 캐릭터로 성장되는 생태계를 

게임의 케이스 분석을 통해 고찰한다. 또한 중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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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고할 게임은 닌텐도의 <슈퍼 마리오브라더스>

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캐릭터가 성장하는 과정

은 비디오 게임기 발매 기준으로 개발세대를 규명하였

다. 한국형 원천소스로는 <로봇태권 V>로 준거하였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캐릭터와 콘텐츠 구매와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고 한국형 캐릭터 <로봇태권 V>의 

특장점을 기초요소로 규명하고 원천소스로서의 가

치성을 입증하였다. 일본형 캐릭터 <슈퍼 마리오>

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여 세대별로 구분하였다. 본 고 

에서는 슈퍼 마리오브라더스 시리즈가 현재까지 변

천한 요소를 비디오 플랫폼을 기준점으로 기획과 

key graphic에 주안하여 발전 세대별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에 따라 3장에서는 캐릭터의 성

장요소를 도출하고 한국형 캐릭터의 육성방향을 제

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2. 캐릭터 소비효과와 준거 캐릭터 형성 배경

2.1 캐릭터 소비효과

2.1.1 스타 캐릭터와 킬러 콘텐츠 간의 상관관계

유저에게 인식된 주인공 캐릭터는 유저의 욕망을 

투영하는 대리인이며 동시에 시스템과 사용자간에 

interactive를 원활하게 해주며 감정의 유대감을 형

성하게 해준다. 유저와 유대감이 형성된 주인공 캐릭

터는 호감효과를 주며 사용자를 유입하는데 효과적

이다.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영화, 광고, 게임 분야에

서도 3차원 디지털 영상처리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

위하게 사용되고 있다.[1]

1981년 ‘동키콩’에서 처음 등장한 <마리오>는 닌

텐도의 스타 캐릭터이며 20세기 대중문화를 상징하

는 캐릭터 가운데 하나가 됐다. 마리오는 미키마우스

보다 인지도가 높은 캐릭터이며 1985년 발매된 <슈

퍼 마리오브라더스>는 1000만장이 넘게 판매되었

다. 전체 시리즈는 휴대용과 가정용 합계 2억 6000만

개 넘는 팔리며 컴퓨터 역사상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

했다[2]. 일본의 닌텐도는 마리오 시리즈로 게임 역

사상 기록을 남겼다.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마리

오>라는 스타 캐릭터의 소비와 킬러콘텐츠의 상관

관계를 주목할 수 있다.

2.1.2 캐릭터의 호감과 구매와의 관계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특별히 선호하는 캐릭터

를 갖고 있으며 캐릭터의 선호도는 소비자의 구매기

호와 구매실천에 있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구매실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캐릭

터성이 높은 상품 군을 개척하고 캐릭터에 대한 인지

도와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3] 경험재 성

격이 강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상관

관계를 활용하여 게임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은 소비

의 확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개발군은 OSMU 전략에 따라 원형캐릭터의 활용을 

통해 마케팅과 개발비용의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

2.2 한국형 캐릭터 <로봇태권 V>

<로봇태권 V>는 김청기 감독에 의해 1976년 개

봉해 흥행에 성공을 거둔 원본필름의 소실과 복원을 

거쳐 2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꾸준히 소환되었으

나 글로벌 캐릭터로 명성을 확보하기에는 추후 성장

이 요구된다. 동 시대 일본 형 캐릭터의 발굴과 성장

세와 비교했을 때 국내 캐릭터의 발굴과 성장은 답보

상태로 게임 산업과의 접목은 요원한 실정이다. 최근 

원천소스를 활용한 <로봇태권 V VR>은 언리얼 엔

진을 활용하여 VR 스페이스에 제공되며,[4] 인천시

가 로봇 랜드 조성과 관련 로봇태권 브이를 로봇 랜

드의 상징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원천

소스의 OSMU 산업방안이 다각적이다.

이와 같은 로봇태권 V를 게임콘텐츠에 접목 시켰

을 때 다음과 같은 가치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캐릭터로 성장이 기대된다. 로봇태권 V는 1976년 흥

행한 애니메이션의 가치 뿐 만 아니라 한국 캐릭터 

역사에서 가지는 상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봇

태권 V는 한국 근대사에 근간을 둔 역사성과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문화원형인 태권도는 민족의 상징인 

체육활동이자 스포츠로 본 작에서 그려지고 있다.[5]

21세기 들어 로봇태권 V가 새롭게 주목받는 것은 로

Fig. 1. V Symbol, Robot Taekwon V Classic and Admiral 

Yi's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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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의 매력에 태권도라는 한국적 코드가 접합됐다는 

상징성과 근대화 과정에서 희망과 정의, 꿈의 아이콘

을 스토리텔링으로 대변하는 서사성에 주목할 수 있

다.[6] 로봇태권 V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 (주)로봇태

권V가 2007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신규 캐릭

터 브랜드가 태권 V 정도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마케

팅 비용은 최소 90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조사는 

태권도가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이미 고객의 정서적 

마인드를 선점한 친근한 캐릭터로서의 가치를 확보

했다고 기술할 수 있다. 로봇태권 V는 논란을 뒤로하

고 다음과 같은 독창적 특징을 입증하였다. 북방계 

얼굴의 디자인형태, 인간과 로봇의 충분조건, 이순신 

장군의 투구 형태를 전승, 태권도복, 능동적 로봇작

동방식과 인간적 이미지를 체화했다는 점에도 독창

성을 확인하였다[7].

이와 같은 분석 결과 문화원형으로서의 <로봇태

권 V>는 친근성(friendly), 독창성(unique), 상징성

(symbolism), 서사성(narrative)을 기초요소로 겸비

한 한국형 캐릭터로 그 가치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게

임 콘텐츠라는 2차 창작물과 접목했을 때 잠재적 가

능성을 확보한 캐릭터로 규명할 수 있다.

2.3 슈퍼마리오 세대 변천

게임 콘텐츠에 캐릭터 마리오는 미야모토 시게루 

데뷔작 동키콩에서 최초로 등장한다. 아케이드 게임 

동키콩은 1981년 시장에서 큰 히트를 기록한다.[9]

닌텐도가 미국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인에게 친근한 

뽀빠이 판권을 확보에 실패하자 자체적으로 캐릭터

를 설계하고 <점프맨>이라 부른다.

이렇게 출발한 원천소스가 오늘날의 마리오브라

더스로 형태를 갖추기까지 30여년 이상 지속되었다.

슈퍼 마리오브라더스 시리즈가 변천한 요소를 Video

플랫폼을 기준으로 기획과 key graphic에 주안하여 

발전 세대별로 구분하고자 한다.

2.3.1 1세대 마리오(Super mario Brothers 1, 2)

닌텐도는 1985년 <마리오>라는 공식명칭으로 패

미콤에 <슈퍼 마리오브라더스>라는 이름으로 출시

한다. 당시 8bit 기술적인 한계에 최적화될 캐릭터 

발굴이 관건 이었다. 적합한 디자인의 오리지널 캐릭

터를 찾던 중 동키콩의 <점프맨>으로 결정한다. 이

때 <마리오>라는 이름을 칭하며 배관공이 직업이며 

<루이기>라는 형제를 설정하고 브라더스가 된다.

화면의 시각적인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작업바지

와 함께 티셔츠를 입힌다. 점프 할 때 머리카락의 움

직임을 표현할 수가 없어 마리오에게 모자를 씌운다.

1987년 <슈퍼마리오브라더스 2>로 발매되며 마리

오 캐릭터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명시성을 위한 

edge, 빨간 셔츠, 파란색 바지로 파렛트를 변환한다.

안정적인 성공을 거둔 닌텐도는 마리오가 등장하는 

새로운 게임을 모색한다.

2.3.2 2세대 마리오(Super mario World)

1990년 11월 16bit 닌텐도 슈퍼 패미콤과 동시 발

매된 <슈퍼마리오 월드>시리즈는 슈퍼 마리오브라

더스 3의 속편격의 작품이다. 그래픽 관점의 변화는 

전 작 <슈퍼 마리오브라더스 2>와 같은 파레트를 

유지하며 제작되지만, 2세대 그래픽의 핵심적인 변

화는 점프 동작에서 명시성을 높이기 위해 손에 하얀 

Fig. 2. Donkey Kong and Jumping Man.

Fig. 3. 1st Generation Mario [10].

Fig. 4. 2nd Generation Mari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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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을 부착한다. 캐릭터 동작 시 상호작용하는 손 

부분에 대한 시각적 명쾌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8bit 제한적 한계에 벗어나 2세대 마리오는 16bit 환

경에서 2D 그래픽의 완성으로 평가된다.

2.3.3 3세대 마리오(Super mario 64)

최초의 3D 슈퍼마리오는 일본 기준으로 1996년 

6월 닌텐도 64 플랫폼에 슈퍼마리오 64라는 타이틀

로 발매된다. 3세대 마리오는 최초로 3D를 시도하며 

그래픽 관점에서 2세대 원형을 유지한다. 기획 측면

에서 시간제한, 체력시스템, goal ending을 미션수행

형태로 전환하는 변화를 갖는다. 슈퍼마리오 64는 마

리오가 풀 3D 필드를 활보하는 새로운 비주얼과 혁

신적인 게임 디자인으로 샌드박스 탐색형 장르로 첫 

시도를 한다. 기존의 횡 스크롤 방식 선형구조의 플

롯구조를 탈피하여 다선형구조의 스토리텔링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64bit의 사양의 폴리곤 지형은 카

트리지 용량제한에 따라 얼굴의 상당 부분 생략하는 

패치를 하였지만 오늘날의 풀 3D 액션게임을 시도한

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2.3.4 4세대 마리오(Super mario Sunshine)

2001년에 게임큐브가 발매되고, <슈퍼마리오 선

샤인>이란 타이틀로 2002년에 발매된 샌드박스형 

슈퍼마리오 시리즈 게임이다. 전작인 닌텐도 64에서 

3D 마리오를 대부분 정의하고 완성했으므로 혁신성

은 부족했으나 보다 정밀하게 얼굴 부분의 세밀한 

패치를 했으며 3D 마리오의 최종 외형을 갖추게 된

다. 기획 차원에서도 닌텐도 64와 거의 동일하다. 가

장 특이할 만한 변화는 마리오가 반팔 상의를 착용하

게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배낭처럼 생긴 도구를 

착용하고 다닌다. 이 휴대용 물 분사기는 물을 발사

해 지우거나, 공중을 부유하거나 로켓발사와 액션도 

가능하게 된다. 최초의 3D 마리오인 슈퍼마리오 64

는 닌텐도 64의 한계로 얼굴이 변형됐었는데 이때 

마리오의 얼굴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후작에서

는 반팔의 상의는 다시 전작과 같은 긴팔 상의 로 

복구되고 배낭도 삭제된다.

2.3.5 5세대 마리오(New Super mario)

2006년 닌텐도 DS로 출시된 슈퍼마리오 시리즈이

자 슈퍼 마리오 월드 이후 16년 만에 2D 마리오의 

계를 잇는 <뉴 슈퍼마리오브라더스> 시리즈가 출시

된다. 닌텐도 WII에 2008년 발매 되었고 화면 이동방

식은 과거 2D 횡 스크롤이었던 기존 마리오의 방식

을 따른다. NDS로 발매된 뉴 슈퍼마리오브라더스와 

같이 배경은 2D이지만 캐릭터와 적은 3D 그래픽으

로 제작해 2.5D라 칭 한다. 또한 전작 슈퍼마리오 선

샤인 시리즈의 반팔은 긴팔로 교체하고 배낭을 다시 

없애며 전형적인 마리오 그래픽으로 환원하며 원형

성을 유지한다.

2015년 9월에 출시한 ‘슈퍼마리오 메이커’는 기존 

슈퍼마리오 시리즈에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더해져 

유저들이 코스(맵)를 수정 변형하여 게임을 진행하

고, 온라인에 공유할 수 있는 요소를 더하였다.[8]

2.3.6 세대(Generation)간 캐릭터 분석

1981년에 미야모토 시게루에 의해 동키콩에서 출

발한 원천소스가 오늘날의 마리오브라더스로 형태

를 갖추기까지 30여년이 지속되었다[8]. 슈퍼마리오 

변천을 Console 플랫폼에 기준하여 spec, planning,

graphics의 변천 결과를 위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

Fig. 5. 3rd Generation Mario [11].

Fig. 6. 4th Generation Mario [11]. Fig. 7. 5th Generation Mari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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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T기술의 발전이 Platform Spec의 변화를 가져

왔고 내부적으로 key graphic의 부분적인 변천을 확

인할 수 있었다.

3. 한국형 스타 캐릭터 육성모델

3.1. Step development 슈퍼마리오 성장요소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슈퍼마리오의 변천과

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마리오>라는 캐릭터 명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그래픽 비주얼은 3D로의 기술 변화와 일부 

key graphic을 제외하면 원형성(Originality)이 유지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5세대 <New Super Mario

Bros.>에 이르기 까지 시리즈를 갱신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이미지를 학습시키는 반복성(Repeatability)

을 들 수 있다. 셋째, 한편의 단 한편의 제작으로 캐릭

터 명성을 형성시킴이 아닌 30년 이상의 시간을 통해 

지속적인 발매를 통한 시간적 지속성(Continuity)의 

결과물이다. 넷째, Super Mario Bros.의 플랫폼은 

Arcade, PC, Mobile, Console에 두루 이식되었으나 

전 시리즈가 닌텐도라는 메이커의 Console 플랫폼에 

영속(Pertain)되면서 발매되면서 생명력을 이어왔

다. 이러한 하드웨어 플랫폼 기반이 확보된 콘텐츠는 

재생산이 용이하므로 안정적 선순환이 가능하다. 다

섯째, 캐릭터는 사용자의 대리인이자 사용자의 욕망

이 투영되는 존재이다. 스토리텔링 내에서 독보적 역

할과 비주얼이 전제인데 Super Mario Bros.는 시리

즈 마다 주인공 캐릭터로서 독보적인 스타성(Star

Fame)을 유지하고 있다.

<슈퍼 마리오>의 변천과정에서 원형성, 반복성,

지속성, 영속성, 스타성이라는 성장요소로 육성되었

음을 규명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형 발전 형태로 분

석되었다. 원천소스인 동키콩의 <점프맨>이 2D에

서 2.5D, 3D 형태로 단계적 진화를 거쳤다. 하드웨어 

플랫폼은 8bit 패미콤에서 닌텐도 WII를 거쳐 닌텐

도 스위치까지 발전한다. 화면의 스크롤 방식 또한 

횡스크롤의 선형적 내러티브 방식에서 샌드박스 탐

색형 형태로 점진적 변화를 거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8bit라는 제한적 기술 환경에서 현재와 같은 

고사양 CPU로 발전하는 하드웨어 환경의 단계별 발

전에 근거한다. 기술 환경의 발전에 따라 콘텐츠와 

캐릭터의 변천이 단계적으로 형성되는 생태계를 가

Table 1. Intergenerational character analysis

Series Image Platform Media Spec Plan Key Graphics

1G
Super Mario
Bros.
(1985) Famicom

- 8bit
- Cartridge
Medium

- Jumping man
- Mario naming
- Super Mario Bros. Title
- Linear storytelling

- Limited 2D
- Hat, pants (red)
- Shirt, shoes (blue)
- Side scroll

2G
Super Mario
World
(1991)

Super
Famicom

- 16bit
- Cartridge
Medium

- Super Mario World
- Appear on the ride
- Linear storytelling

- 2D completion
- White Glove
- Side scroll

3G
Super Mario

64
(1996)

Nintendo 64

- 64bit
- Cartridge
Medium

- Super Mario 64
- Sandbox genre
- 3D Capacity Limitations
- Multi-directed storytelling

- Limited 3D
- 2G succession polygon
- Multi-directed scroll

4G
Super Mario
Sunshine
(2002) Game Cube

- IBM CPU
clocked@485 MHz
- CD disc Medium

- Mario Sunshine
- Multi-directed storytelling

- 3D completion
- Short sleeve, backpack
- Multi-directed scroll

5G
New Super
Mario Bros.
(2006) Nintendo

Wii

-IBM CPU
clocked@729 MHz
- Wii 전용   DVD

- New Super Mario Bros.
- Linear storytelling

- 2.5D
- 2D background
- 3D all characters
- Side sc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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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고, 이를 Step development로 규명한다.

3.2 Jump Development 생태계 접목

3.1에서 살펴본 Step development 생태계는 요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난 30년 동안 단계적으로 캐릭

터를 육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모형이다. 그러나 한국

은 1980년도 이후 캐릭터 발굴이 정체된 반면 IT환경

이 혁신적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캐릭터를 기획하여 

기술에 접목시킬 때 일본과 같은 단계적 변천 형태가 

아닌 통합적 접목을 통한 입체적 변천이 가능하며 

이러한 환경을 Jump development로 규명하였다. 즉,

한국형 스타 캐릭터의 향후 진행 방향은 Step devel-

opment 아닌 Jump development 형태가 타당할 것

이다. 이는 요소기술의 제공이 콘텐츠 개발을 자유롭

게 해줌에 기인한다. 즉 개발단계에서 타깃 캐릭터의 

그래픽이 2D든 3D든 자유롭게 홀로그램. AI, VR,

AR기술과 결합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플랫폼 또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획단계에서도 화면 전개

방식, 카메라 시점, 장르 또한 어드벤처 뿐 자유롭게 

만 아니라 샌드박스 형태의 콘텐츠를 용이하게 기획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결합 형태를 

Jump development라고 규명할 수 있다.

3.3 한국형 스타 캐릭터 육성방안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의 변천 생태계를 살펴보고 

이를 Step development라고 규명하였다. 비교대상

인 한국 <로봇태권 V>는 원천소스에서 부각된 캐릭

터의 친근성, 독창성, 상징성, 서사성을 기본 요소로 

하여 프로그래밍과 그래픽 기술의 관여 기획적 관여

를 통해서 스타 캐릭터를 육성하는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형 스타 캐릭터는 현 상황에서 Jump

development 형태로 다양한 시도를 도모할 수 있으

며 기술과 기획의 관여로 향후 육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Fig. 9에서는 친근성, 독창성, 상징성, 서사성을 캐

릭터 기초요소와 스타캐릭터로 육성하기 위해 원천

캐릭터의 형태를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원형성(Ori-

ginality), 발굴된 캐릭터의 반복적 발매를 통한 반복

성(Repeatablity), 캐릭터를 사용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시간적 지속성(Continuity), 하드웨어 파워나 

동반성장 시킬 수 있는 영속성(Pertain)을 가진 브랜

드 파워, 여타 캐릭터와 비교우위를 가진 독보적인 

주인공 캐릭터로서의 스타성(Star Fame)을 성장요

소로 특정하였다.

이러한 캐릭터 기초요소와 성장요소가 결합한 콘

텐츠가 Jump Development Ecosystem 환경 내부에

서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의 육성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캐릭터의 발굴과 육성이다. 퍼블리싱 위주의 

서비스는 제작비와 실패 시 위험부담 대응에 용이하

며 매출의 일정액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개발자 입

장에서는 퍼블리셔의 인지도와 마케팅 파워를 이용

해 게임을 홍보하므로 안정적 형태로 보여 진다. 그

러나 국내 게임 캐릭터의 발굴과 육성이 없이 외산게

임의 경쟁적 퍼블리싱 구조는 국내 게임 선순환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퍼블리싱 사업과 국내 

캐릭터 개발의 접점이 찾아야 한다. 또한 캐릭터 IP

에서 창출된 수익을 IP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산업

의 견고한 생태계를 형성할 것이다.

둘째, 기획단계에서 장르의 다각화이다. 온라인 기

Fig. 8. Jump Development Ecosystem. Fig. 9. Development plan for Korean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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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MMORPG에 편중된 개발환경은 수익창출 수

단이 캐시 아이템에 편중으로 귀결된다. 그 결과 사

행성과 신규유저의 진입장벽이 높고 유저의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게임의 본연적 가치인 오락

성과 게임성으로 승부하는 아이디어와 장르가 선행

된 캐릭터 개발이 구매로 이어진다.

셋째, 신기술과 접목된 신시장 개척이다. Jump

Development Ecosystem에서 시장포화상태에 있는 

온라인, 모바일에 편중되지 않고 홀로그램, AR, VR,

AI을 접목한 신시장 개척이 성장동력을 견인할 수 

있다. 홀로그램을 통한 캐릭터 제작, AI기술과 접목

된 NPC, 스타캐릭터를 접목한 AR, 로버트 테마파크

와 접목된 VR 콘텐츠는 아케이드 게임과도 동반 성

장할 것이다.

넷째, 개발 플랫폼의 다양화 즉, 하드웨어 플랫폼

의 다양성 확보가 요구된다. 한국게임산업에서 56%

를 점유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점유구조는 18.5%

를 차지한 세계시장 점유 구조와 괴리가 있다. 다양

한 플랫폼 개발을 통해서 중화권에 편중된 수출 패턴

을 극복하고 유럽, 북미 지역까지 확장성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PC, 모바일, 비디오의 경계가 모호해지

는 환경에 대비하여 크로스 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도

록 개발 플랫폼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IP를 활용한 타산업과 연계로 견고한 

캐릭터 각인을 통한 OSMU(One-Source Multi-

Use) 효과이다. 웨스턴 퍼시픽 사는 폭스 브로딩 캐

스팅사와 합작하여 보잉 737-3000기에 “심슨가족”

의 캐릭터를 사용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중소

기업은행이세 “아기공룡 둘리”를 통장에 적용하여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다. 캐릭터 발굴은 

이야기를 동반한다. 가능성이 확인된 캐릭터 이야기

는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유통과 같은 타산업과 

연계로 수익원을 확장시킬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로 대표되

는 높은 부가가치 및 지속성을 지닌 캐릭터의 특징을 

플랫폼과 시대에 따른 다양한 종속 조건들을 통해 

분석하여 캐릭터의 기초요소, 성장요소, 육성방향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인 한국형 스타 캐릭터 육성 

모델 개발을 위해 한국 케이스 중 <로봇태권 V>라

는 원천소스의 가치를 규정하고 준거모형으로 설정

하였다. 한국 캐릭터 <로봇태권 V>는 친근성, 독창

성과 상징성을 지니며, 애니메이션을 통한 서사성을 

확보한 캐릭터로 원천소스가 캐릭터의 기본요소를 

충족하는 가치를 지님에도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일

본의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의 시대별 변천 모형

을 Step development를 통해 도출하고 캐릭터의 성

장요소를 규명하였다. 이는 첫째 동키콩에서 출발한 

원천소스가 30여년의 시간적 육성을 통한 지속성, 둘

째 수많은 시리즈를 배출하며 유지된 원형성, 셋째,

사용자 각인을 이끈 반복성 넷째 닌텐도 플랫폼에 

결합된 영속성 그리고 주인공 캐릭터로써의 스타성

으로 성장요소를 요약하며 단계적 발전모형인 Step

development로 규명하였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가 Step development 행

태로 발전된 반면 한국형 캐릭터는 현재까지 완성된 

기술과 기획력을 통합적으로 융합하여 Jump devel-

opment 과정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이러한 캐릭터 

기초요소와 성장요소가 결합한 콘텐츠가 Jump

Development Ecosystem 환경에서 캐릭터의 적극적

인 발굴과 육성, 장르의 다각화, 신기술과 접목된 신

시장 개척, 하드웨어 플랫폼의 다양화, IP를 활용한 

타산업과의 연계를 캐릭터 육성방향으로 제시하였

다.

향후 일본 닌텐도 환경에서는 하드웨어 플랫폼에 

종속된 콘텐츠의 재생산이 용이한 특장점이 있었는

데 이러한 영속성은 국내 게임 산업의 과제임은 분명

하다. 세계시장에서 22.5%를 점유하고 있는 비디오

게임 시장이 국내에서 2.4%를 점유하는 격차를 해소

할 수 있는 한국형 게임기의 개발과, 캐릭터 인식의 

산업적 가치도 향후 연구되어야 할 방향이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국내 스타 캐릭터 

육성으로 킬러 콘텐츠를 보유하지 못한 태생적 한계

를 극복할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기

반으로 한국형 캐릭터 <로봇태권 V>의 원천소스를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스타 캐릭터

가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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