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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현재 일상생활에서 성격유형검사 도구 MBTI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MBTI는 에너지 

방향,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생활 양식을 기준으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MBTI 요소중 에너

지 방향인 외향형(E)과 내향형(I)의 게임 성향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외향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내향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게임 기획 또는 마케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키워드: MBTI, Game Preference(게임 성향), Online Game(온라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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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MZ세대 사이에서는 성격유형검사를 안 해본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인 성격유형검사 도구로는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기반으로 Katharine C. Briggs와 sabel B. Myers가 개발한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가 존재한다. MBTI는 소개팅 

앱, 여행지 추천 등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회사 채용 단계에서도 

MBTI를 확인한다는 사례가 있을 만큼 사회적 영향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1]. 

MBTI는 크게 에너지 방향(E–외향형/I-내향형), 인식 기능(N-감각

형/S-직관형), 판단 기능(T-사고형/F-감정형), 생활 양식(J-판단형/P-

인식형) 4가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MBTI 요소 중 에너지 방향인 외향형(E)과 내향형(I)

에 대해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을 진행하여 외향형(E)과 내향형(I)의 

게임성 차이를 살펴보고 향후 외향형(E)의 사람 또는 내향형(I)의 

사람을 마케팅 타겟으로 정했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The Main Subject

2.1 외향형과 내향형의 성향 차이

외향형(E)과 내향형(I)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들은 

흔히 외향형 사람들에 대해 활발하고 사교적인 인식하고 내향형 

사람들은 조용하며 신중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MBTI에서

는 외향형과 내향형을 에너지 방향으로 정의를 하고 구분하게 된다. 

따라 외향형의 사람은 외부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외부에서부터 에너지를 얻게 되고 내향형의 사람은 내면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내부 세계를 통하여 에너지를 얻게 

된다고 구분한다. 이 분류에서 각자 선호하는 바가 다른 성향을 나타내

게 된다.

김혜선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MBTI 유형에 

따라 구분하였다. 그 결과 외향형(E)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협력하고 

외부에서의 활동하는 일을 선호하고 내향형(I)의 사람들은 혼자서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나누어진 것을 나타냈

다[2]. 이렇게 외향형과 내향형의 선호 성향이 다르다고 하였을 때 

외향형과 내향형 서로의 게임성에 대한 성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고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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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문조사 및 분석

외향형 사람과 내향형 사람의 게임성에 대한 성향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MBTI 검사를 해본 청강문화산업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

로 2022.05.3 ~ 2022.05.20.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외향형은 23명(38.3%) 내향형은 37명

(61.7%)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에서 조사한 내용은 크게 외향형과 

내향형 별로 선호하는 플랫폼, 게임 플레이 방식, 게임을 알게 되는 

경로에 대한 내용으로 결과를 도출했다.

① 선호하는 플랫폼

게임을 플레이하려면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간의 상호 작용시켜주는 

기기가 필수적이다. 기기에 따라 게임성을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기에 따른 선호 성향도 존재한다. 그렇게 게임개발을 시작할 때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 게임을 만들 것인지 플랫폼을 정해야 한다. 

플랫폼 중에서는 크게 PC, 모바일, 콘솔, 아케이드로 나뉘어 있다. 

이 기준으로 외향형과 내향형의 플랫폼 선호도를 나타냈다.

(a) Platform Preference of Extrovert (E)

(b) Platform Preference of Introvert (I) 

Fig. 1. Platform Preference of MBTI Extrovert (E) and Introvert (I)

그림 1을 보면 내향형(I)의 사람들은 전용 게임기를 구매하여 진행하

는 콘솔게임과 아케이드 등의 플랫폼 비중이 외향형(E)의 사람들보다 

크다. 반면 외향형(E)의 사람들은 주변에 흔히 접할 수 있는 PC 

또는 모바일 플랫폼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내향적인 

사람인 경우 외향적인 사람들에 비해 혼자 플레이하는 플랫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게임 방식

게임을 즐기는 유저라면 싱글플레이와 멀티플레이 두 분류에서 

각자 다른 게임성을 느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싱글 플레이에서는 

혼자서 스토리나 게임 플레이에 집중하여 게임에 대한 몰입감을 

더욱 잘 느낄 수 있고 멀티플레이에서는 사람들과 협동 또는 경쟁을 

하며 유저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게임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a) Game Play Style Preference of Extrovert (E) 

(b) Game Play Style Preference of Introvert (I) 

Fig. 2. Game Play Style Preference of MBTI Extrovert (E) 

and Introvert (I) 

그림 2를 되면 외부 세계에서 에너지를 받는 외향형(E) 사람들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상호작용하는 멀티플레이의 비중이 내향형(I) 

사람들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내부 

세계를 통하여 에너지를 얻게 되는 내향형(I)인 경우에는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게임에 몰입이 잘 되는 싱글 플레이를 선호하는 

비중이 외향형(E)보다 컸다.

또한 그림 3을 보면 외향적인 사람들이 멀티 플레이를 선호하게 

된 이유에서는 협동, 경쟁, 친목 등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협동을 

통해 멀티 플레이의 게임성을 더 잘 즐길 수 있다고 나타났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30권 제2호 (2022. 7)

193

Fig. 3. Why MBTI Extrovert (E) Prefer Multi Play

그림 4를 보면 내향형이 싱글 플레이를 선호하게 된 이유는 혼자서 

조용히 게임을 하고 싶은 경우와 게임 자체가 싱글인 경우 같이 

혼자서 게임을 몰입하여 플레이하는 것과 몰입도가 좋은 게임을 

찾아서 하게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Fig. 4. Why MBTI Introvert(I) Prefer Single Play

③ 유입 경로

우리는 흔히 TV나 지하철, 버스 등에서 게임 홍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홍보의 부재는 게임에 대한 유저들의 유입 가능성을 

낮추게 되며 게임 흥행에 방해가 되게 한다. 그만큼 게임 홍보는 

게임 산업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마케팅 대상의 니즈 파악과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선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외향형(E)과 내향형(I)의 게임 유입 경로 차이에 대해서도 

나타내고 있다.

(a) Game Inflow Route of Extrovert (E) 

(b) Game Inflow Route of Introvert (I) 

Fig. 5. Game Inflow Route of MBTI Extrovert (E) and 

Introvert (I)

그림 5를 보면 외향형(E)의 사람들은 SNS를 통해 또는 친구, 

지인, 가족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중 게임에 유입되었다는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즉 외향형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게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내향형(I) 사람들은 

TV를 시청하거나 인터넷을 하면서 보게 되는 광고로 유입되는 경우와 

직접 게임 사이트 및 스토어에서 게임을 찾아 게임을 알게 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2.3 게임 선호도 반영 방안

설문 분석을 바탕으로 하면 게임 기획 단계 또는 마케팅 부분에서 

외향형(E) 사람들을 주 유저 대상으로 본다면 플랫폼은 가능한 사람들

이 흔히 접할 수 있는 PC(62%)와 모바일 PC(38%) 플랫폼으로 

설정을 하고 게임 방식은 멀티 플레이 시스템(87%)을 구성하여 협동

(50%), 경쟁(20%) 기능을 추가한다면 외향형 사람들이 게임에 대한 

재미를 느끼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게임 홍보를 

진행할 때 SNS를 통한 광고 또는 이벤트 등을 사용한다면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외향형 사람들의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내향형(I) 사람들을 주 유저 대상으로 본다면 플랫폼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 PC(59%) 또는 콘솔(27%)로 

플랫폼을 설정하고 게임 방식은 멀티 플레이(54%)로 설정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싱글 플레이(46%) 시스템으로 

설정하여도 크게 차이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한 내향형 사람들은 

게임 사이트 및 스토어에서 직접 검색(47%)을 통해 게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먼저 미디어 광고(31%)를 통해 회사 및 게임의 

인지도를 높이게 되면 사이트의 사용자가 많아지며 스토어 순위가 

오르게 되며 자연스럽게 내향형 유저의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구분 외향형(E) 내향형(I)

플랫폼 PC, 모바일 PC,콘솔

게임 방식 멀티 플레이 멀티 플레이, 싱글 플레이

홍보 방법 SNS
미디어(TV, 인터넷),

사이트, 스토어 광고

Table 1. Summary of Game Preference of MBTI 

Extroverted (E) and Introverte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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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보면 되면 표 1과 같이 외향형의 사람은 PC 또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 게임을 만들어 SNS로 홍보를 

하고 내향형의 사람인 경우에는 PC 또는 콘솔 플랫폼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미디어 광고 또는 게임 관련 사이트나 스토어 

광고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면 기획 또는 마케팅에 도움이 될 것이다.

III. Conclusions

MBTI는 타인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기 위한 성격유형 도구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MBTI 결과 중 에너지 방향인 외향형(E)과 

내향형(I)의 대한 게임 성향 차이를 조사 및 분석하였고 외향형과 

내향형의 사이에서 게임 성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문 내용과 

같이 외향형인 경우 흔히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호하며 사람들을 

통해 게임을 알게 되는 라이트 유저의 성향을 많이 띄고 있었고 

내향형인 경우 PC, 콘솔 플랫폼을 선호하지만, 그 외 다양한 플랫폼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게임을 직접 찾아 알아가는 헤비 

유저의 성향을 띄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외향형(E)과 내향형(I)의 게임성 선호도를 

고려하여 기획 또는 마케팅을 진행한다면 원하는 방향성의 기획 

또는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설문 대상의 

확대조사 및 MBTI의 다른 요소에 따른 게임 선호도 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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