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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게임 캐릭터는 성격을 통해서 게임 디자이 와 이어 사이를 연결해주고 상호작용하는 통

로가 되므로 상호작용을 고려한 게임 캐릭터 성격 디자인에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캐릭터의 성격은 게임 디자이 의 의도에 따라 ‘디자인요소’와 ‘성격요인’을 통해 형성된다. 

이후 이어의 ‘성격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최종 인 캐릭터의 성격이 만들어진다. 게임 캐릭

터의 성격을 표 하는 ‘디자인요소’는 선행 연구를 통해 행동 4개, 말 4개, 외양 6개로 14항목을, 

‘성격요인’은 문가 인터뷰를 통해 행동 12개, 말, 27개, 외양 1개로 40항목을 추출했다. 이를 

통해 상호작용을 고려한 게임 캐릭터 성격 모델을 제시했다.

ABSTRACT

Game characters provide a path to connect and interact between game designers and 

players through the personality. We need to study the personality design of game 

characters considering the interaction. The character's personality is formed through 

‘design elements’ and ‘personality factors’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game 

designers. It is formed to the ultimate character's personality by interacting with the 

player's personality factor. 14 design elements and 40 personality factors were extracted. 

This study suggests a ‘game character personality model’ considering the interaction.

Keywords : Personality of character(캐릭터의 성격), Design elements(디자인요소), 

Personality factors(성격요인), Interaction(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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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필요성

캐릭터는 서사를 이끌어감에 있어 핵심 인 역

할을 수행한다. 캐릭터와 사건에 한 논의에서 서

사에서 사건의 본질이 캐릭터의 성격에 바탕을 두

고 있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1]. 캐릭터

와 사건 사이의 역동 인 계를 통해 서사가 진

행되기 때문이다. 

캐릭터의 성격은 극에서 발화와 행 를 통해 드

러나며, 화에서 카메라를 통해 극보다 직 으

로 보여주고, 소설에서 직 으로 설명하거나 행

동, 담화, 외모 등의 간 인 방법으로 표 된다.

이어 입장에서 게임 캐릭터는 게임 세계를 

경험하는 통로의 기능을 한다. 자넷 머 이는 

이어가 게임 세계에 참여하여 다각  몰입을 경험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가면을 

이용한 참여를 제안한다. 가면은 이어로 하여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을 제공해 다. 

게임 디자이 에 의해 디자인된 캐릭터에는 가면의 

기능이 부여되는데, 그 성격과 조건에 따라 이

어에게 일상과는 다른 다각 인 경험을 하게 만든

다[2].

제시 셀은 게임 캐릭터도 하나의 객체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속성과 상태값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빈 석 과 같이 이어가 자신을 캐릭터에 

투 할 가능성이 높을 때 이를 좋은 캐릭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게임 캐릭터의 역할과 특징을 생

각하여 창조 인 캐릭터를 디자인해야 한다고 조언

한다. 여주인공 사부(Sabu)와 조수 스터(Lester)

를 로 들어 사부가 신뢰받지만 화를 잘 내며 용

감하고 불꽃같은 사랑을 하는 성격이고, 스터는 

건방지고 빈정 며 인 성격이라고 했을 때. 이

러한 성격이 부여될 때와 되지 않았을 때 둘의 

화나 행동의 깊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떠한 캐릭터에 매력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어는 보다 구체 이고 생동

인 캐릭터에 끌리게 된다[3].   

 게임 캐릭터에 해 인식을 할 때, 캐릭터를 

‘존재의 정체  상태’가 아닌 ‘생성의 역동  과정’

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앤드루 호튼의 주장은 매우 

유용하다. 그는 ‘생성의 역동  과정’의 의미를 바

흐 이 제시한 ‘카니발성’으로 설명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캐릭터는 그 안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거

주하는 과정  존재로 인식되며 그 목소리들은 각

각 고유의 역사, 욕구, 한계, 취향, 즐거움, 리듬 등

을 갖고 일정한 상황을 했을 때 다성 으로 행

동한다는 것이다[4].

게임 캐릭터의 성격을 통해 이어는 가상 세

계 안에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화하고 있

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어는 게임 디자이

가 제공한 서사를 반드시 따라 갈 필요는 없다

[5]. 성격이 부여된 게임 캐릭터는 이어로 하

여  게임 속에서 디자인된 캐릭터 성격에 자신의 

성격을 더하여 다성  캐릭터를 경험하게 하고 게

임 스토리텔링에 몰입하게 만든다. 이는 단일방향 

서사에서의 미메시스나 디에게시스를 통한 소통이 

아닌 활동 이며 체험 이고 과정 인 소통이 된

다. 이러한 에서의 게임 캐릭터 성격 디자인에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

본 연구는 스토리를 이끌어 가는 캐릭터의 핵심 

구성요소인 성격에 한 것으로, 게임 캐릭터의 성

격을 디자인하는 게임 디자이 의 과 캐릭터의 

성격에 자신의 성격을 입하는 이어의 을 

같이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여 게임 캐릭터의 성격 

디자인에 공헌하고자 한다.

하나의 게임 캐릭터의 성격을 디자인함에 있어 

지 않은 디자인요소와 성격요인을 고려해야 한

다. 게임 개발은 한정된 자원과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게임 캐릭터 디자인을 해 표 화된 모델

이 필요하며 요도가 높은 성격요인을 추출함으로

써 효율 인 게임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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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게임 캐릭터의 성격을 

표 할 수 있는 ‘디자인요소’를 추출 

2) 성격의 5요인 모델을 바탕으로 문가 인터

뷰를 통해 게임 캐릭터의 성격을 표 할 수 있는 

‘성격요인’을 추출

3) 상호작용을 고려한 게임 캐릭터 성격 모델 

제시

2. 이론  배경

2.1 게임 캐릭터의 성격

환경 오 젝트를 제외한 게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이미지는 캐릭터로 볼 수 있다[6]. 게임 캐릭

터는 내용(Contents)에 외형 인 디자인(Design)

을 입  시각화시킨다. 캐릭터의 외형에는 스토리, 

배경, 성격 등이 포함된다[7]. 

캐릭터란 인물이나 행 처럼 하나의 명사로 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형용사로 표

할 수 있다. 캐릭터는 고정된 인물이 아닌 변해

가는 성격 자체로 야 한다[8]. 따라서 게임 캐릭

터를 개성 있게 디자인함에 있어 환경, 직업 등도 

필요하나 성격이 핵심이 된다[9].

2.2 캐릭터 성격지표

인간의 성격은 다양한 성격이론을 통해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거나 수치 으로 측정할 수 있다. 

반면 캐릭터의 성격은 직  측정할 수 없어 간

으로 표 되기에 디자인하기 어렵다. 

문화콘텐츠 속 캐릭터는 재 성을 가지므로 게임

에서 이어는 [Fig. 1]과 같이 징후(indices)에서 

성격특성을 악하고 성격특성들을 체 으로 이해

하여 통합된 하나의 캐릭터를 이미지화한다[10].

[Fig. 1] Character Diagram

『소설의 시학』에서 리몬 캐 은 캐릭터의 성

격은 [Fig. 2]와 같이 트리 구조로 구성되며 크게 

직  한정과 간  제시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 

다시 간  제시의 방법으로 행동, 말, 외양, 환경 

등을 제시하고 있다[11].

[Fig. 2] Character Personality Index

2.3 성격의 5요인 모델

인간의 성격에 한 궁 증은 애매모호한 인간

의 본성에서 출발했다. 연구자마다 인간의 본성에 

한 다양한 견해를 보 으며, 이를 토 로 인간의 

성격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성격 이론들이 

만들어진다[12]. 

성격 이론은 크게 유형론과 특성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론은 인간의 성격을 몇몇 유형으로 

분류하는 이론이며, 특성론은 다양한 성격요인을 

측정해 성격을 해설한다[13]. 

인간의 성격을 수치 으로 표 하는 특성론 

에 하나인 성격의 5요인 모델(Big5 personality 

traits)은 성격이론  가장 각 받고 있으며, 인간

의 성격과 행동을 [Fig. 3]과 같이 경험에 한 개

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 5가지 요인

으로 분류했으며, 이를 통해 개인별 성격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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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14]. [Fig. 3]은 다음을 참조했다[15].

[Fig. 3] Big5 Personality Traits

5가지 요인은 각 요인별 6가지 측면(factor)으로 

세분화되어 [Fig. 4]와 같이 총 30가지 측면을 통

해 인간의 성격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Fig. 4]는 다음을 참조했다[16].

[Fig. 4] 30 Factors

3. 연구 내용

3.1 문제 제기

게임의 핵심 특징은 상호작용에 있으며, 캐릭터

가 이어와 상호작용하는 주요 통로가 된다. 

캐릭터의 성격은 먼  게임 디자이 의 의도에 

따라 게임 캐릭터의 성격이 표 되는 ‘디자인요소’

와 ‘성격요인’을 통해 형성된다. 이후 [Fig. 5]와 같

이 이어의 ‘성격요인’과 캐릭터의 ‘성격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최종 인 캐릭터의 성격이 만들

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 캐릭터의 성격이 표 되는 

‘디자인요소’와 ‘성격요인’을 같이 고려한 모델을 제

시하고자 한다.

[Fig. 5] Basic Model of Game Character 

Personality

게임 캐릭터는 크게 미리 설정된 캐릭터와 커스

터마이즈형 캐릭터로 구분할 수 있으며[17], 이에 

따라 [Fig. 6]과 같이 이어의 성격이 반 되는 

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도 게임 캐릭터가 가

진 독특한 특징이다.

[Fig. 6] Differences in Interactions between Game 

Character Types

3.2 게임 캐릭터의 성격이 표 되는 

디자인요소

게임 캐릭터의 성격을 표 하는 ‘디자인요소’는 

게임 캐릭터 성격에 한 선행연구에서 추출했다.  

리몬 캐 이 제시한 행동, 말, 외양으로 정리하면 

[Fig. 7]과 같다[7,9,13,18,19,20,21,22,23,24,25,26,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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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ecedent Studies on Game Character 

Personality

리몬 캐 의 캐릭터에 한 간 제시의 방법에

는 환경이 포함되어 있으나 환경은 게임 캐릭터의 

성격을 표 하기에 상 으로 비 이 낮아 제외하

고 행동, 말, 외양 3가지로 분류한 결과는 [Fig. 8]

과 같다. 

[Fig. 8] Design Elements 

that express the Personality of the Game Character

게임 캐릭터 성격을 표 하는 ‘디자인요소’는 행

동 4개, 말 4개, 외양 6개로 총 14항목을 추출했다.

3.3 게임 캐릭터의 성격이 표 되는

    성격요인

게임 캐릭터의 성격을 표 하는 ‘성격요인’은 성

격의 5요인 모델의 30가지 측면 에 상  요

도(Weight)가 높은 것을 추출하기 해 문가 인

터뷰를 진행했다. 

본 인터뷰는 게임을 제작하고 캐릭터의 성격을 

디자인&표 하는 것에 한 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므로 개발자 그룹(게임 디자이 , 

로그래머, 아티스트)과 게임 개발사 경 자를 

상으로 한정하 다.  

2020.1.29.~1.31 3일간 10명을 상으로 기  문

항 4개, 본 문항 90개로 총 94문항을 통해 심층

인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시간은 평균 60~90

분 소요 다.

[Table 1] Basic Questions of Expert Interview

Age Gender Career
Professional

Field(duplicated)

20s: 10%

30s: 10%

40s: 80%

M:90%

F:10%

Avg.12.3

years

Designer: 50%

Programmer:50%

Artist:10%

Executive: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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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상은 [Table 1]과 같이 80%가 40  

이고, 게임 개발  경  경력이 평균 12.3년으로 

게임 개발과 캐릭터 디자인에 한 이해도가 충분

하다고 볼 수 있다.

[Fig. 9] Weight of Personality Factors

30개의 각 성격요인이 행동, 말, 외양을 통해 게

임 캐릭터의 성격으로 표 될 수 있는 정도를 5  

척도(Likert scale)로 물어 최 값, 최소값을 제외

한 평균값은 [Fig. 9]와 같다.

상  요도가 높은 성격요인은 소수  2자리

로 계산되어 5  만 에 4.0이상인 것으로 추출했

으며, [Fig. 10]과 같이 90항목  행동 12개, 말, 

27개, 외양 1개로 총 40항목이 선정 다. 

[Fig. 10] Personality Factors 

that express the Personality of the Game Character

게임 캐릭터의 성격을 표 하는데 보편 으로 

말이 가장 합하다고 평가되어 C1:능숙함, C2:질

서, A2:도덕성을 제외한 27개 항목에서 4.0이상을 

받았다. 이후 행동과 외양 순으로 평가받았다. 외

양의 경우 상 으로 캐릭터의 성격을 표 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 다. 

게임 장르  게임 캐릭터의 성격을 표 함에 

있어 말이 제한되는 경우가 지 않아서 캐릭터의 

행동과 외양만으로 성격 디자인을 해야 할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외양은 

3.0이상의 후보군을 모델에 참고로써 표기했다. 외

양의 후보군을 포함하면 행동 12개, 말 27개, 외양 

11개로 총 50항목의 성격요인이 도출 다.

3.4 게임 캐릭터 성격 모델

게임 캐릭터의 성격을 표 하는 14개 디자인요

소와 40개 성격요인을 정리한 게임 캐릭터 성격 

모델은 [Fig. 11]과 [Fig. 12]와 같다. 

[Fig. 11] Personality Model of the Game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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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디자이 는 게임과 장르에 따라 14개의 ‘디

자인요소’와 40개 는 외양 후보군을 포함한 50개

의 ‘성격요인’을 통해 게임 캐릭터의 성격을 디자인

할 수 있다. 이어는 게임 디자이 가 디자인한 

‘성격요인’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추가 으로 반

하여 캐릭터와 상호작용하게 된다. 

게임 캐릭터의 성격은 게임 디자이 가 부여한 

부분과 이어의 성격인 반 된 부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최종 으로 형성되기에 이를 반 한 모델

을 제시한다.

[Fig. 12] Personality Model of the Game Character

4. 결  론

본 연구는 게임 캐릭터의 성격에 한 연구가 

주로 개발자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에 문제

를 제기하고, 게임의 핵심 특성인 상호작용을 고려

한 게임 캐릭터 성격 모델을 제시했다. 게임 캐릭

터 성격이 표 되는 디자인요소는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했으며, 성격요인은 성격심리학에서 많이 활용

되는 성격의 5요인 모델의 30가지 측면을 통해 

문가 인터뷰를 진행해 추출했다. 

한국 게임은 스토리에 약 을 가지고 있다는 평

가를 받고 있지만, 스토리 이 에 캐릭터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는 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를 통해 게임 캐릭터에 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게임 개발 실무에서 활용되어 게임 캐릭터 성격 

디자인에 깊이가 생기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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