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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mobile Social Netwrok Game(SNGs) including characters have emerged in the game market. 
Basically, it is based on not only the mobile environment and technology but also the form and concept of 
SNG. Most characters of mobile SNG take characters which have the role of avatar or non-player 
character. This kind of characters allows own their characteristic to create and design them based on the 
mobile and SNG system. Therefore,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haracter design with the elements 
of mobile graphic such as visual, sound, motion and so on. Then we would discuss the features of 
character design for mobile SNG and comment the limits and consideration for effective design.

For this research, the first of all we would discuss the concept and theory of mobile SNG and the design 
elements for the game characters by the publications, including thesis, articles, and books. Seondly, this 
paper will be focused on character examples in 20 mobile SNGs which are selected in top selling and 
analyze them. Finally, we would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mobile SNG character and the methods of 
possibilities and considerations for effective design.     

Key words: Mobile SNG(Social Network Game), Game Characte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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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의 플랫폼이 되는 스마

트폰의 보급률이 2015년 현재 8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게임(SNG) 또한 자연스럽게 늘어나

면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와 남녀노소 사용자

로 확대되고 있다. 모바일 SNG는 플레이할 수 

있는 모바일이라는 플랫폼의 특징에 따라 게임 

그래픽이 디자인되어야 한다. 특히, SNG의 캐

릭터는 플레이어를 대변하는 아바타 역할을 하

거나 주요 기능과 움직임으로 게임을 이끌어나

가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모바일이라는 

제약된 플레이 환경 안에서 표현되는 캐릭터 

디자인은 제약사항과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

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모

바일 SNG에서 사용되고 있는 캐릭터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어 디자인 역할의 중요성을 연구하

고 사례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모바일 SNG 캐

릭터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첫째, 모바일 SNG의 특징과 게임 캐릭터 디자

인 요소 및 표현 방법을 살펴본다. 학술서적과 논

문, 단행본을 포함한 도서, 출판물 등 문헌조사를 

통한 모바일 SNG과 게임 캐릭터 디자인에 관련된 

이론을 연구하고 그 중요성을 언급한다. 둘째, 앞

서 살펴본 이론을 근거로 모바일 SNG를 분석한

다. 모바일 게임 정보 홈페이지인 헝그리앱에서 

소셜 게임 장르의  탑 1위에서 20위까지의 게임을 

선택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대인관계 원

형모형에 따른 분석과 디자인 요소에 따른 분석으

로 나누어 실행하였다. 셋째, 분석한 내용을 바탕

으로 모바일 SNG 캐릭터의 특징을 연구하여 효과

적인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한계

점과 고려사항을 논한다. 

2. 모바일 SNG 게임 캐릭터 

2.1 모바일 SNG

SNG(Social Network Game)는 주로 소셜 네

트워크를 통해 배포되는 브라우저 게임 종류를 말

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멀티 플레이어이면서 비동

기 게임 플레이 형식을 갖고 있다.[1] 또한 게임

의 맥락 안에서 허용하는 사용자와 약속한 규칙

을 갖는  구조화된 활동이다.[2] SNG는 게임플

레이와 더불어 SNS의 사용자 간 친밀감과 동질성

을 증대하고, 인맥관리를 하며 소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3] 온라인 게임과의 차이점은 온라

인 게임의 경우 동시접속을 통하여 관계형성을 할 

수 있으나, SNG의 경우 등록된 상대가 접속 중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하고, 이러

한 행위로 지속적인 인맥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최근의 SNG의 경우 모바일을 중심으로 스마트 폰

에서 이용이 가능해져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게임은 로그인 시 

SNS에 등록되어있는 친구들은 자동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대다수의 SNG이 플레이

되고 있는 모바일 SNG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

도록 한다. 모바일 SNG는 앞서 정의한 SNG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동시에 모바일이라는 플랫폼

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반 한다. 또한 현대 

삶에 있어서 모바일은 일반적인 소셜 네트워크

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미디어로서의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SNG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모바일

로 연구 영역을 제한한다.       

모바일에서의 그래픽 디자인은 화면 사이즈, 

해상도, 터치 센싱, 인터랙션 방식, 애플리케이

션 플랫폼 지원, SNG 앱과의 관계 등이 고려되

어 한다. 따라서 모바일 SNG 캐릭터 디자인은 

모바일의 하드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환경의 특

징에 따른다.  

2.2 모바일  SNG에서의 캐릭터 역할
일반적인 미디어에서 캐릭터는 정보를 제공하

는 일방향성 커뮤니케이션 캐릭터이고, 게임의 캐

릭터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감정이나 행동을 표현

하는 쌍방향성 커뮤니케이션 캐릭터이다. 일반 온

라인 게임에서의  캐릭터의 역할은 전장의 선봉에 

서서 몬스터 및 적의 아군에 대한 공격을 대신 맞

아주는 역할을 하는 방어형, 후방에서 아군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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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담당하는 지원형, 직업이 공격적인 공격형, 

특성의 변경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만능형인 4가지로 분류한다.[4] SNG에

서 온라인 게임과 비교하여 캐릭터의 역할이 축소

되어 있다. 즉, 온라인 게임에서는 대부분 자신을 

대리하는 아바타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존재하고 

그 캐릭터를 직접 제어하여 게임을 진행하지만, 

SNG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자신을 대

신하는 캐릭터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게임을 

플레이 하고 그 이외에 플레이를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캐릭터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따

라서 모바일 SNG에서는 플레이어를 대신하는 아

바타 캐릭터와 플레이어가 조정할 수 없는 

NPC(Non-Player Character)로 분류하여 그 역

할을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ype Role

Avator
⦁플레이어 자신을 대리하는 역할
⦁플레이어가 캐릭터를 직접 제어

NPC

⦁플레이어에게 플레이를 지시하거나 가
이드역할

⦁플레이어에게 영향이 없는 캐릭터
⦁플레이 진행에 보조적인 역할

Table 1. The role of characters

3. 모바일 SNG 캐릭터의 디자인 요소 

3.1 시각적 요소 

(1) 색채

모바일 SNG 캐릭터의 색채는 일반 색채 이

론을 기반으로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표현되는 

디지털 색채이다. 게임에서 캐릭터의 색채는 캐

릭터의 특징과 성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거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시각적 표현 방

법으로 사용된다. 주로 얼굴을 포함한 피부톤, 

머리색, 의복 등에 색채의 특징이 나타난다. 

캐릭터의 색상은 주로 연상과 상징과 연계하

여 표현된다. 각 색상은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이미지와 정서적 반응을 통해 각 색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캐릭터 디자인에 있어서는 캐릭터

의 성향, 역할, 이미지 등을 나타내기 위해 적용

된다. Table 2.는 먼셀의 10색상환과 무채색을 

기준으로 각 색상에 해당하는 상징과 연상을 캐

릭터와 연계하여 분류하였다.[5] 

Color Abstract symbols
Applying to 
Characters

빨강색
정열, 혁명, 활력, 
위험, 비속, 애정

권력적인, 정렬적인

주황색
온화, 성숙, 건장, 
질투, 환희, 명랑

어린, 명랑한 

노랑색
희망, 유쾌, 광명, 

활발, 경박
어린, 귀여운 

연두색 신선, 성장, 위안 젊은

초록색
평화, 건전, 안전, 
이상, 젊음, 휴식

젊은, 안정적인

청록색 공포, 질투, 침착 중용의

파랑색
성실, 신뢰, 청정, 

평정
남성적, 성실한 

남색 명상, 심원 남성적, 반듯한

보라색
무한, 신비, 우아한, 

외로운, 여성적

여성적, 우아한, 
신비로운, 개성 

있는

자주색
정서, 여성적, 

귀여운
여성적, 귀족적

하양색
결백, 소박, 순결, 

신성, 정직
착한, 순진한, 선한

회색
중용, 평범, 모던, 

우울, 불안 
차가운, 우울한, 

칙칙한

검정색
절망, 침묵, 죽음, 

엄숙, 공포
악의 있는, 어두운, 

세련된 

Table 2.  Symbol & reminiscent of the color

색조(Tone)는 명도와 채도를 합친 것으로 전

체적인 캐릭터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모바일에

서의 디지털 색채를 감안하여 어두운 톤보다는

Vivid톤과 같이 선명하고 밝은 톤으로 표현된

다. 한 캐릭터에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더라도 

통일된 색조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구성하고 세

련된 통일감을 유지한다. 

(2) 질감

질감은 물체의 차가움, 뜨거움, 부드러움, 딱

딱함, 거칠기 등과 같이 재질에서 전해지는 촉

각적인 반응을 표현한 것이다. 캐릭터에 있어서

는 캐릭터가 입고 있는 옷, 장신구, 무기, 피부, 

머리카락 등 캐릭터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이 

인지 할 수 있는 질감이다.[6] 예를 들어 왼쪽

의 ‘판타지아’ 전사 올란도 캐릭터는 전사의 

직업 때문에 갑옷을 입고 있어서 갑옷의 딱딱하

고 차가운 재질감을 느끼고, 오른쪽의 '에브리타

운'의 주인공 캐릭터의 경우 농장을 경영하는 

캐릭터로 등장하여 농장과 같은 재질을 느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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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옷에서 풀의 재질을 느낄 수 있는 초록

색으로 디자인 되었다.

Fig. 1. Characters of 'Fantasia’ & 
‘Everytown’

(3) 형태

형태는 어떤 물체에 있어 전체적인 시각 구성

을 나타내는 광의적인 것으로 캐릭터에 있어서

는 전체적인 실루엣을 의미한다. 캐릭터에서 보

여 지는 몸의 형태를 뜻하는 체형은 각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둥근형 삼각형 역삼각형   사각형  

Fig. 2. The character's body type

캐릭터의 체형은 얼굴을 제외한 몸을 중심으

로 Fig.2.에서 둥근형, 삼각형, 역삼각형, 사각형 

4가지 기본 형태로 단순화 시킬 수 있다.[7] 그

래픽 스타일로는 모바일 특성상 3D 보다는 단

순한 2D 스타일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 

Fig. 3. Game play image of 'Fish Island' 

'피쉬아일랜드'와 같이 캐릭터의 능력이 강조

되는 게임의 경우에서는 사실적인 느낌의 인체 

표현이 게임의 몰입을 높이기 때문에 인간의 보

통체형인 7~8등신의 비례를 사용한다. 

Fig. 4. Game play image of 'Exciting 
Restaurants' 

'타이쿤 류'의 게임에서는 머리가 크고 얼굴크

기만한 몸을 가진 2등신의 캐릭터를 사용하게 

된다. 이 비례는 어린 아이에서 볼 수 있는 비

율 인데, 귀여운 캐릭터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3.2 사운드 요소

게임 사운드는 크게 세 가지 요소인 배경음, 효

과음, 음성으로 분류 한다. 배경음은 게임에서 나

오는 음악적 요소로 반복적인 패턴이 많고, 게임

의 장르와 시대적 구성 등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제

작한다. 효과음은 장면의 실감을 더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사운드로 게임의 상황을 전달하는  내용

이 포함된다. 특히, 캐릭터에 있어서는 캐릭터의 

생동감 있는 움직임이나 특정 기능을 표현할 때 

활용된다. 음성은 기합이나 비명 등 모든 음성적

인 요소를 말한다.[8] 모바일 SNG에서의 음성은 

긴 문장을 표현하는 내레이션보다는 순간적인 액

션이나 특정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의성어가 기능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인터랙션에 의한 반

응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로 사

운드가 활용된다.  

3.3 모션 요소

게임에서의 움직임은 미를 추구하는 단순한 그

래픽 표현이 아니라, 플레이어를 안내하고 의미를 

전달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형태이

다.[9][10] 디지털 게임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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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때 나오는 모션과 인터랙션에 의해 이루어지

는 모션으로 나눌 수 있다. 스마트 폰에서의 한정

된 화면에서 움직이는 캐릭터의 모션은 복잡하고 

디테일한 움직임보다는 단순하고 간단한 모션이 

주를 이룬다. 특히 인터랙션 모션은 스마트 폰에서 

터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터랙션에 따라 표현된

다.  Fig.5.는 스마트 폰의 터치 인터페이스에서 

인터랙션을 위한 터치 유형이다. 탭(Tap), 더블 

탭(Double Tap), 홀드(Hold Single/Multi)인 베

이직 액션과 드래그(Drag), 플릭(Flick), 프리/로

테이트(Free/Rotate)인 액티브 액션이 있다.[11]

Fig. 5.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 of touch

모바일 SNG에서 6가지 터치 유형들을 사용하

여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요소로는 위치, 회전, 

스케일에 의한 것과 이펙트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쿠키 런'에서는 Slide버튼을 Tap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Jump버튼을 

Tap하면 상하로 점프를 하게 되는데 이 버튼을  

Double Tap 하면 연속으로 더 높이 점프 할 수 

있다.  

Fig. 6. Game play image of ‘CooKieRun’

Motion Characters' Movements

Movement
Horizontal mobility, Vertical 

mobility, Running, Walking, Jumping 

Rotate Rotating, Rolling, Shaking 

Scale Zoom-in, Zoom-out

Effect Particle

Table 3. Motion of character

4. 모바일 SNG에서의 캐릭터 분석

4.1 분석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모바일 SNG 캐릭터 분석 대상은 

모바일 게임 정보 전문 홈페이지인 헝그리앱

(www.hungryapp.cp.kr)에서 소셜 게임 장르 분

류의 2015년 2월 22일 순위를 기준으로 1위~20

위까지 SNG로 선정하였다. 해당 SNG의 기본적

인 정보는 Table 4. 와 같이 정리 하였다. 선정된 

게임은 2015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업로드되어 

있는 버전을 사용하여 플레이하였다.

분석 방법은 각 SNG를 직접 플레이하여 메인 

캐릭터를 1~3개를 선정하여 앞서 연구한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크게 대인관계 원형

모형에 따른 캐릭터 분석과 디자인 요소에 따른 

캐릭터 분석의 2가지 관점에서 실행하였다. 첫째, 

대인관계 원형 모형에 따른 캐릭터 분석은 각 

SNG의 대표 캐릭터를 1가지씩 선정하여 각 캐릭

터 이미지를 모형에서 제시하는 성격과 매칭하여 

배치한다. 이 분석은 성격에 따른 캐릭터의 이미

지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디자인 요소에 따른 분

석은 앞서 논한 캐릭터 디자인 요소인 색채, 재질, 

사운드, 모션 요소별로 각 SNG 캐릭터를 상세히 

분석한다.   

4.2 분석내용

(1) 대인관계 원형모형에 따른 캐릭터 

디자인 분석

Fig.7. ‘대인관계 원형모형’[12]은 성격에 

따른 유형을 여러 가지 형용사로 표현하고 구분

하여 각각의 형용사에 해당하는 성격을 단계별

로 분류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우세한-열세한, 

외향적인-내성적인, 친근한-적대적인, 의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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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Title Publication Platform Display Genre

1 모두의 마블(Modoo Marble) CJ E&M corp Android/IOS Landscape Board Game

2 크래시오브클랜(Clash of clan) Supercell Android/IOS Landscape Simulation Game

3 쿠키런(cookierun)
Devsisters 
Corporation

Android/IOS Landscape Adventure Game

4
두근두근 레스토랑(Exciting 

Restaurants)
wemade Android/IOS Landscape Tycoon Game

5 드레곤플라이트(Dragon Flight) nextfloor Android/IOS Portrait Shooting Game

6 아이러브커피(I Love Coffee) patigames Android/IOS Landscape Tycoon Game

7 사천성(Sachunsung) sundaytoz Android/IOS Portrait Puzzel Game

8 레알팜(realfarm) neogames Android Landscape PRG

9 에브리타운(Every town) wemade Android/IOS Landscape Tycoon Game

10 판타지카(fantasica) siliconstudio Android/IOS Portrait TCG

11 아이러브 파스타(I love pasta) patigames Android/IOS Portrait Tycoon Game

12
숲속의 앨리스

(Alice in the woods)
patigames Android/IOS Landscape Adventure Game

13 마이리틀나이트(My Little Knight) GMO GameCenter Android/IOS Portrait RPG

14 우파루 마운틴(Ufa Lu Mountain) wemade Android/IOS Landscape Tycoon Game

15 쿵푸펫(Kung Fu pet) Com2us Android/IOS Landscape Tycoon Game

16 와라편의점(Wa-Ra Stores) NHN Entertainment Android/IOS Landscape Tycoon Game

17 아이러브치킨(I Love Chicken) AfreecaTV Android/IOS Landscape Tycoon Game

18 헤이데이(Hay Day) Supercell Android/IOS Landscape Tycoon Game

19 피쉬아일랜드(Fish Island) NHN Android/IOS Landscape Sports/Action

20 바이킹 아일랜드(Viking Island) NHN Android/IOS Landscape Sports/Action

Table 4. Basic information of the game

-독립적인이라는 4개의 축을 기준으로 원형형태

로 성격을 구분한다. 위에 선정한 20개의 모바일 

SNG의 각 캐릭터를 추출하여 해당하는 프로필 

성격과 매칭되는 형용사 위에 배치하였다. 단, 플

레이어에 의해 커스터마이즈 되는 캐릭터는 제외

하여 원형모형 밖에 배치하였다.

Fig. 7. Interpersonal Circumplex

(2) 디자인 요소에 따른 게임 캐릭터 분석

Table 5.는 위에 선정된 20개의 모바일 

SNG에서 추출된 캐릭터를 디자인적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이다. 앞서 살펴본 캐릭터의 시각적 

요소, 사운드 요소, 모션 요소를 중심으로 각 게

임에서 메인 캐릭터를 분석하였다. 색채는 색상

(Color), 색조(Tone), 컨셉(Concept)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색상은 먼셀의 10 색상환과 

무채색인 빨강(R), 주황(YR), 노랑(Y), 연두

(GY), 초록(G), 청록(BG), 파랑(B), 남색(PB), 

보라(P), 자주(RP), 하양(W), 회색(Gr), 검정

(K)으로 메인색상을 중심으로 표기한다. 색조

(Tone)은 Vivid(V), Strong(S),   Bright(B), 

Light(L), Deep(Dp), Pale(P), Very 

Pale(Vp), Dull(D), Light Gray(Lgr), 

Gray(G), Dark(Dk) 중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표기한다. 컨셉은 메인색과 서브색, 강조

색 등이 조화를 이룬 배색 이미지를 나타낸 것

이다. 사운드는 배경음, 사운드 이펙트, 음성으

로 나누어 유무를 분석하였다. 모션은 화면에 

캐릭터가 등장했을 때 자동으로 플레이되는 기

본 모션과 터치 인터랙션이 이루어졌을 때 반응

을 보이는 인터랙티브 모션으로 구분하여 연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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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Title Character

Visual elements Sound elements Motion elements

Color

Style Shape
Backg
round
Music

Sound 
Effect

Voice Basic 
Motion

Interactivity

Color Tone

Combinati
on 

concept 
of color

EventTouch
Type 
of 

Touch

Resp
onse 

Motion

1 모두의 마블
(Modoo Marble) R,Y　 S 다이나믹　3D 둥근형 O O O Kor - Tap

Posit
ion, 

Scale

2 크래시오브클랜
(Clash of clan) Y,R S,B 경쾌한 　3D 사각형 O O O Eng - Tap

Posit
ion, 

Scale

3 쿠키런
(cookierun) Y,YR　 S 귀여운 　2D 둥근형 O O O - - Tap/Do

ubleTap

Posit
ion, 

Jump

4
두근두근 레스토랑

(Exciting 
Restaurants)

B,K B 귀여운 　3D 혼합 O O O Kor - Tap Scale

5 드레곤플라이트
(Dragon Flight) RP,YR L,GR 우아한 　2D 혼합 O O - - posit

ion Drag Position

6 아이러브커피
(I Love Coffee) YR,K DP 화려한 　3D 혼합 O O O - - Tap

Posit
ion, 

scale

7 사천성
(Sachunsung) RP,Y　 S,B 경쾌한 　2D 둥근형 O O O Kor - Tap -

8 레알팜
(realfarm) YR,B S,B 내추럴한　3D 사각형 O O O - - Tap

Posit
ion, 

Scale

9 에브리타운
(Every town) YR,G S,B 내추럴한　3D 혼합 O O O - - Tap

Posit
ion, 

Scale

10 판타지카
(fantasica) Y,B DL 다이나믹　2D 사각형 O O O - - Tap -

11 아이러브 파스타
(I love pasta) YR,B B,DP 우아한 　3D 혼합 O O O - - Tap

Posit
ion, 

Scale

12
숲속의 앨리스
(Alice in the 

woods)
Y,B S,B 귀여운 　3D 혼합 O O O

Ono
matopoei

a
- Tap

Posit
ion, 

Scale

13
마이리틀나이트

(My Little 
Knight)

YR,B B 귀여운 　2D 혼합 O O O - - Tap -

14
우파루 마운틴

(Ufa Lu 
Mountain)

G,K B 귀여운 　3D 혼합 O O O - - Tap -

15 쿵푸펫
(Kung Fu pet) YR,B Dl,B 다이나믹　3D 혼합 O O O - - Tap -

16 와라편의점
(Wa-Ra Stores) K,R Dl,B 다이나믹　3D 혼합 O O O Kor - Tap -

17
아이러브치킨

(I Love 
Chicken)

YR,Y　 DL 경쾌한 　3D 혼합 O O O Kor - Tap Scale

Table 5. Analysis of Character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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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헤이데이
(Hay Day) B,Y DLL 내추럴한　3D 둥근형 O O O - - Tap/Dra

g Scale

19 피쉬아일랜드
(Fish Island) B L 경쾌한 　3D 사각형 O O O

Ono
matopoei

a
- Tap Position

20 바이킹 아일랜드
(Viking Island) G,RP S 경쾌한 　3D 혼합 X O O

Ono
matopoei

a
- Tap

Posit
ion, 

Scale

4.3 분석결과

(1) 캐릭터 성향

20종의 캐릭터는 모두 인간 아니면 의인화된 

사물 또는 동물이다. 그러나 특정 성격이나 역

할이 주어지지 않은 캐릭터도 5종이 있다. 대인

관계 원형모형의 결과를 보면 프로필이 없는 5

종의 캐릭터 이외에 대부분 캐릭터는 외향적, 

친근한,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바일이라는 환경에서 플레이하기 

편리한 캐주얼 게임 장르가 많기 때문에 심각하

거나 어둡고 적대적인 캐릭터는 보이지 않는다. 

선과 악의 대립형 구조의 캐릭터 구성보다는 주

인공 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소셜 네트워크에 용이한 관용

적이고 협력적이고 유순한 성격의 캐릭터가 많

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캐릭터들은 대체적으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2D의 일러스트 스타일이 

주를 이룬다.  

(2) 캐릭터 디자인

첫째, 시각적 요소 관점에서 색채와 재질은 

정적인 것보다 동적으로 느껴지는 주황, 노랑, 

파랑, 초록 색상에 Strong, Dull, Deep 톤의 선

명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색조가 등이 적용되었

다.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하였으나, 색조는 통일

을 시켜 각 게임의 컨셉을 표현하였다. 인간 캐

릭터의 경우에 머리가 큰 형태의 2~3등신이 주

를 이루기 때문에 헤어 칼라와 피부톤이 메인색

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색채가 캐릭터 주

된 디자인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Fig. 8. Color Group Applied to 
Characters of Mobile SNG

캐릭터의 배색은 주로 귀여운, 경쾌한, 내츄

럴한, 다이내믹한 컨셉으로 디자인되었다. 앞서 

대인관계 원형모형에서도 나타난 캐릭터의 성격

이 시각적 요소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Fig.9. 와 같은 형용사 배색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Fig. 9. Arrangement of Colors Group 
Applied to characters of Mobile S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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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둥근형, 사각형, 삼각형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2등신 또는 3등신 정도의 귀여우

면서 소년, 소녀의 이미지로 디자인되었다. 직선

이나 거친 느낌의 선보다는 부드럽고 자연스러

운 질감과 면을 살려 디자인되었고, 얼굴과 특

히 눈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모

바일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캐릭터를 시각적으로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단순하면서도 선명한 형태

와 색채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운드 요소 측면에서는 캐릭터를 강조

하는 것보다는 기능적인 것을 도와주는 역할로 

배경음, 사운드 이펙트, 음성 등이 사용되었다. 

배경음의 경우에는 ‘바이킹 아일랜드’를 제외

하고는 모든 게임에서 캐릭터가 등장했을 때 전

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단순하지만 리듬과 

비트가 있는 음악이 플레이된다. 또한, 사용자가 

인터랙션 행위를 취했을 때 반응하는 사운드 이

펙트가 있다. 터치 유형으로 인터랙션이 이루어

지는 모바일 인터페이스 특성상 터치가 제대로 

성사 되었는지, 또는 현재 상태나 그 다음 액션

을 알려주는 역할로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어

필할 수 있는 요소이다. 전체 게임캐릭터 중에 

약 50%는 음성을 표현한다. 하지만, 플레이어를 

대신하는 아바타 역할을 위한 내레이션이나 대

화적인 표현보다는 플레이를 도와주기 위한 기

능적인 문구나 상태를 나타내는 의성어로 나타

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 역시 모바일 인터페

이스의 특징이 고려된 캐릭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에 따라 스마트폰의 사운드 기

능을 켜지 않은 채 사용하여 아예 사운드를 듣

지 않거나 낮은 볼륨 상태에서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모바일 SNG 캐

릭터의 사운드는 사운드가 없는 경우에도 플레

이 진행에 크기 지장을 주지 않는 선상에서 디

자인되어야하며 사용자에게 인터랙션 기능을 도

와주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모션 요소는 기본 모션보다는 인터랙션 

모션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탭에 의한 인터랙

션 유형에 반응하는 모션이 가장 많았으며 위치

와 스케일 요소에 의한 움직임 경향이 많았다. 

앞서 사운드 요소가 사용자에게 게임 플레이 시

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 시각적 움직임이 인터

랙션에 의한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반응으로 인

지될 수 있으므로 대부분 인터랙션에 의한 모션

을 갖고 있다. 컴퓨터 모니터보다 규모가 작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화면에 의해 복잡하거나 디

테일한 움직임보다는 단순하면서 2차원적인 움

직임이 많다. 

5. 결론 

본 연구는 모바일 SNG 캐릭터가 어떻게 디자

인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최근 경향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해석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바일 SNG의 디자인에 도

움이 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과 논의를 통해 게임 캐릭터 디자인의 효용성

과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모바일 SNG를 위해 제작된 캐릭터는 

다른 일반 온라인 게임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는

다. 모바일이라는 환경과 터치 인터페이스에 효

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제한된 디스플레이 화면에

서 캐릭터의 성향과 프로필이 표현될 수 있도록 

작지만 심플하면서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색채

와 형태 디자인이 이루어졌다. 또한 소셜 네트

워크라는 미디어의 특징 상 적대적이거나 우울

한 분위기의 캐릭터보다는 친근하고 귀여운 스

타일로 사용자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사회적 커

뮤니케이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컨셉

을 갖고 있는 캐릭터가 많았다. 또한, 모바일은 

사용자가 휴대하는 용품으로 사운드 보다는 모

션을 활용하여 인터랙션에 대한 반응과 기능을 

강조하였다. 

둘째, 모바일 SNG의 캐릭터는 플레이어들을 

완전히 대변하는 아바타보다는 도움을 주거나 

NPC인 경우가 많아서 역할이 축소된 것처럼 보

이나, 플레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

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 캐릭터 자체를 터

치하여 인터랙션을 구현하거나 전체적인 분위기

와 플레이를 가이드해서 사용자가 모바일을 통

해 게임에 흥미를 느끼고 플레이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여전

히 모바일 SNG의 캐릭터는 디자인을 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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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게임과 관련된 컨셉 및 캐릭터의 특징과 

기능을 반영한 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 대상의 캐릭터는 모바일이라는 

환경과 소셜 네트워크의 특징에 기반한 제한 사

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향된 성격과 제한된 

디자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모바일의 디스플

레이 화면이 확대되고, 인터페이스와 플랫폼이 

다양해짐에 따라 모바일 SNG 스타일도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탑 랭킹의 

캐릭터들은 모두 유사한 색채와 형태로 차별성

이 없기 때문에 각 게임의 특징과 컨셉이 드러

나지 않는다. 특히, 모바일 사용자에 대한 타겟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적절한 게임과 그 

안에 포함된 캐릭터의 나이, 스타일, 직업, 의인

화, 패션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록 온라인 RPG(Role Playing Game)과 

같이 캐릭터가 플레이어를 대신하고 중요한 역

할을 하거나 다양한 디자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

는 않지만, 단순한 디자인 속에서도 인터랙션에 

대한 반응, 감정 표현, 도우미 역할을 위한 상세

한 디자인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분석을 통해 모바일 SNG 캐릭터의 디자인의 한

계점을 극복하고 차별화된 스타일과 디자인에 

대한 시도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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