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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론적 고찰 

1. OSMU

  OSMU(One Source Multi Use)라는 용어는 1995년 하

나의 영상을 다양한 종류의 매체로 변환하여 활용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OSMU 용

어는 2000년대에 들어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 개념은 하나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

른 콘텐츠로 확대발전시킨다는 것이다. 하나의 콘텐츠를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팬시, 방송, 출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는 데 그 핵심의

미가 있다.[1]

2. UCC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Created Content-UCC)는, 일

반적으로 웹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

진 문자·그림·음성·동영상 등의 내용을 가리킨다. 특

히, Web2.0 환경에서 새로운 네트워크 정보 자원에 대한 

창작과 이를 구성하는 제작 모델이다. 2007년 세계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는 UCC의 세 가지 특징

을 언급하였다. 첫째. 인터넷 출판을 전제로 하고, 둘째, 

내용은 어느 정도 혁신적이며, 셋째, 비전문가의 창작이

다. 따라서 UCC는 개인마다 잠재력이 있어 가치 있는 

정보를 기여하고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

람에게 자기표현의 언어권을 부여하는 Web2.0의 시대정

신을 잘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의 이론기존은 매사추세

츠공대 집단지성연구소 Malone 등 집단지능에서의 대중

행위 패턴과 특징을 바탕으로 제시된 Who(사용자), 

What(내용), Why(동기), How(생성 모델)를 분석 툴로 

했다. 사용자는 콘텐츠를 만들고 배포하고 공유하는 과

정에서 종종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그 강도와 지향

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표 1. 사용자의 특성

사용자 특성

Who:사용
자의 유형 
및 역할

DeSanctis는 HCI(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연구의 관점에서 사
용자들을 개체, 단체 및 커뮤니티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2]. UCC에서 사용자 역할의 다양화와 잠재적인 전환 및 변화
성을 갖고 있다.

What:콘텐
츠의 유형 
및 속성

UCC에서 C가 가리키는 내용은 단지 사용자의 창작, 배포, 공
유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신원, 상태, 관계와 평판과 
같은 일련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UCC의 개념이 조직과 사
회적 측면, 즉 더 많은 사회집단의 요소가 녹아들면서, 내용
의 다양한 속성을 풍부하게 한다.

Why:사용
자 제작 
콘텐츠의 

동기

외부동기(external): 물질적 장려, 잠재적 기회, 호혜성, 외부 
기회와 인센티브
투사 동기(introjected): 동업자 인지, 감지 사용 용이성, 감지 
유용성, 주관적 규범
감정(鑑定)동기(identified): 사회적 정체성, 사회적 신뢰, 프라
이버시와 안전
융합 동기(integrated): 가상 커뮤니티, 소속감, 기존의 경험이
나 체험, 공동의 비전
내부동기: 인지의 즐거움, 개체 능력 향상, 호기심과 흥미, 자
아상, 이타성(利他性), 자기 효능

How:사
용자 
제작 

콘텐츠의 
패턴

UGC의 생성 모델은 정보 콘텐츠 생산 프로세스로
(Information Production Process， IPP) 추상화될 수 있
다. 즉, 사용자를 소스로, 콘텐츠를 제작함으로, 생성 모델 
사이의 관계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계는 일대일로, 한 쌍
으로, 여러 쌍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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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018년 11월 ‘리그 오브 레전드’ S8 파이널 폐막식장에서 Riot Games회사는 홀로그래픽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K/DA 걸 그룹

과 리얼 걸 그룹 멤버들과 함께 K/DA의 데뷔 앨범 타이틀곡 ‘POP/STARS’를 제작하였다. 디지털 캐릭터는 VOCALOID 기술 및 

창작자의 디자인에 기반을 두지만, 디지털콘텐츠로써의 가치는 UCC 컨버전스를 통해 기존 콘텐츠의 영역을 확장하여 디지털 캐

릭터의 생명력과 활용성을 확대하였다. UCC에 기반을 둔 디지털 캐릭터는 주요한 정보 기여자와 소비자가 콘텐츠를 제작함으로

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는 디지털 캐릭터 콘셉트를 이용한 K/DA 걸 그룹의 캐릭터의 특성을 살펴보고, 

UCC를 바탕으로 K/DA 걸 그룹 데뷔 이래 뉴스, OSMU의 특성, 디지털 캐릭터의 가용성을 중심으로 사용자의 캐릭터에 대한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콘텐츠학회 2019 춘계종합학술대회50

3. 디지털 캐릭터의 특성

  디지털 캐릭터는 디지털 그래픽 기술을 주된 수단으로 

제작된다. 제작자의 창작 의도에 의해 특정한 문화, 사회

적 풍습, 인간의 의식과 행위의 특성을 담은 가상의 상징 

이미지이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이미지는 다

감지성, 상호작용, 구상적 특성을 구현한다. 디지털 캐릭

터의 외모, 몸매/특징은 물론 동작, 행동 능력까지 가상

으로 만들어 낸다. 디지털 캐릭터는 흔히 독자적인 인격

과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것의 행동 동기는 창작

자의 의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따라 디지털 

캐릭터는 편집가능 하다.

4. OSMU, UCC, 캐릭터 메이킹

  디지털 캐릭터는 모든 매체에 적용될 수 있는 콘텐츠

이다. 이 같은 캐릭터의 특성은 캐릭터 자체의 가치와 캐

릭터 라이선싱으로 인한 OSMU의 가치를 형성한다.[3] 이

러한 OSMU의 디지털 캐릭터 메이킹에도 사용자들이 큰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하츠네 미쿠의 CRYPTON회사가 

제품을 출시할 때 채택한 오픈 비즈니스 모델을 빼놓을 

수 없다. 하츠네 미쿠의 이미지 디자인에 있어서, 회사는 

기업의 웹에 하츠네 미쿠의 이미지 일러스트를 게시하고, 

일러스트 이미지를 둘러싼 2차 창작 기고를 사용자에게 

권장하였다. 마지막으로, 2차 창작을 더욱 추진하기 위

해, 회사는 제품 발표 시 하츠네 미쿠라는 역할에 대해 

최소한의 설정만을 하고 생일, 나이와 같은 기본적인 데

이터만을 제공했다. 사용자들의 잠재적 창작능력을 2차 

캐릭터 메이킹 공간을 통해 유도한 것이다. 

Ⅱ. K/DA 걸 그룹에 대한 사례분석

  ‘리그 오브 레전드’는 미국 Riot Games가 개발한 히어
로 대전 MOBA 게임이다. 또한 글로벌 e스포츠 발전을 
견인하며 억대 게이머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독자적인 e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켰다. K/DA 멤버는 LoL 게임의 챔
피언(캐릭터) 아리, 아칼리, 카이사, 이블린이다. 최근 게
임 내에서 출시된 스킨(게임 내 캐릭터의 외형을 바꿔주
는 아이템)이 K/DA로, 이 ‘스킨’을 통해 캐릭터들은 가수
로 변신한다. OSMU의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
로운 점은 리드보컬, 리드댄서, 래퍼 등 한국 아이돌 그
룹 특유의 멤버구성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것이다.[4]

▶▶ 그림 1. K/DA 디지털 캐릭터

  공식적인 인물 개성에서 멤버 이블린은 “많은 남자 스

타들과 스캔들이 있었다”라고 설정되고, 그리고 아리는 

“팝계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뽑혔었다”고 설정되었다. 

이 디지털 캐릭터는 실제 아이돌의 특징을 더하고, 나아

가 현실세계와 더 가까이 설정하여 관객의 몰입을 유도

한다. 사용자들은 K/DA 걸그룹의 ‘스캔들’을 내보이며 

K/DA 걸그룹 멤버 4명 중 3명이 ‘성형’을 경험했다고 언

급하였다. ‘성형’의 진짜 이유는 K/DA 걸그룹의 세 멤버

의 게임 이미지가 디자이너에 의해 개조된 것에 불과해 

과거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이런 사용자의 창작 잠재력

을 엿볼 수 있다. 사용자는 매체가 제공하는 아이돌 이미

지와 스토리 텍스트를 상상 자원과 이야기 소스로 사용

하여 방대한 재생성 텍스트 체계를 파생한다. 이러한 2

차 창작형식을 통해 아이돌에 대한 팬 픽션과 아이돌에 

관련된 인터랙티브 서사류 게임이 포함된다. 아이돌 팬 

픽션의 집필은 아이돌에 대한 팬들의 이해 부족을 메우

는 동시에 팬들의 스타 따라잡기에 만족감을 준다. 인터

랙티브 서사 게임은 다양한 게임 스토리라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게임은 감정체험에 효과

가 좋고 게이머들의 게임 몰입감이 상승된다. 이 게임들

은 또한 게이머들이 게임을 통해 아이돌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준다.

Ⅲ. 결론

  K/DA 걸그룹 디지털 캐릭터는 게임 캐릭터이자 가상 

아이돌로, OSMU 모델을 통해 더 큰 비즈니스 가치를 창

출한다. 사용자의 제작 내용은 실제 아이돌의 팬덤이 감

정으로 주도하는 내재적 동기와 달리, 가상 아이돌 사용

자들은 콘텐츠를 만들고, 많은 콘텐츠를 활용해 아이돌

에 대한 상상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외적인 동기로는 

콘텐츠 창작이 사용자 집단에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감

정을 주는 정신적 동기부여가 되며, 이는 리얼리티와 디

지털 캐릭터 간의 밀접한 연계를 형성한다. 디지털 캐릭

터의 경우 UCC가 여전히 매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소프

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진행하여 팬덤의 신선함과 

흥미를 유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포지셔닝하여, 팬들의 

콘텐츠 창작을 장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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