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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한국, 미국, 일본 세 문화권의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여성 캐릭터의 재

현 서사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각 문화권이 대중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여

성 캐릭터의 젠더 정체성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문화권별 애니메

이션 속 여성 캐릭터들의 표면적 이미지를 분석하고, 특히 이것이 어떠한 현실 인

식을 반영하는지 살펴봤다. 애니메이션 속 여성 캐릭터들은, 대표적 문화 기호로 

작용하면서 해당 문화권의 패러다임과 질서를 체현하고 있었다. 3장에서는 애니메

이션 전체의 서사 구조 내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극적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을 비

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여성 캐릭터의 행동과 사건 층위에서 나타난 문화적 함

의를 도출했다. 한국의 경우 현실세계의 아이돌을 현실 연장적 맥락 안에서 모방했

으며, 미국의 경우 비현실적 슈퍼 히어로를 실제 세계의 질서를 강화하는데 활용했

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마법소녀로 하여금 매직 서클을 만들고 초현실적 여신으

로 강림하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본 논문은 애니메이션 속의 여성 캐릭터가 현실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패러다임에 따라서 해당 문화권의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를 

각각 차별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주제어 : 여성 캐릭터, 패러다임, 슈퍼 히어로, 마법소녀,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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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애니메이션은 이미지의 구성과 조합을 통해서 수용자에게 극적 

서사와 문화적 가치를 전달한다. 이때 애니메이션의 내용과 형식

은 해당 문화권에서 지향하는 패러다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

타난다. 애니메이션은 주로 특정 시청 연령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제작된다. 따라서 수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구체적

이고 명확한 편이다. 이 중에서도 공중파를 통해 방영되는 어린

이용 애니메이션의 경우, 기성세대가 어린이들에게 강조하거나 

전달하고 싶은 사회 규범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1) 특히 어린이

용 애니메이션은 주로 캐릭터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따라

서 애니메이션에서 재현된 캐릭터를 통해서, 해당 문화권의 지배

적인 사회 규범과 사회적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2) 

전조작기 이후의 어린이의 경우,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구

별에서 나아가, 사회학적 성인 젠더(gender)의 구별에 대해서도 

인지하게 된다.3) 따라서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캐릭터의 특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권장되는 성 역할의 특징을 학습

하게 된다. 특히 ‘소녀물’로 분류되는 여아 중심의 애니메이션

의 경우, 성 역할의 특징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여성주의 문화이론을 통해 어린이 대상 공중파 애니

메이션에 나타난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와 서사를 분석하는 과정

을 분석하고, 문화권별로 여성에 대한 현실 인식과 패러다임이 

각각 어떻게 발현되고 재구성되는지 도출하고자 한다. 이때 여성

주의 문화이론이란, 여성주의적 시각을 통해 문화적 아이콘들이 

함의하는 바를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수잔나 월터스의 

* 이 논문은 2014년도 한국연구재단의 BK21plus사업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의 지

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2013-4546-01-2).

1) 최샛별, 최흡, 『만화! 문화사회학적 읽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p.61.

2) 수잔나 D. 월터스., 김현미 외 역,『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여성들』, 또 하나

의 문화, 1999, p.50.

3) 박호강, 「젠더정체성의 사회적 구성과 젠더이데올로기」, 『社會科學硏究

)』, Vol.7 No.1, 1999,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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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로서의 여성’ 개념에 입각해 애니메이션의 여성 캐릭터

를 분석하고자 한다.4)

분석 대상으로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방영되는 한국, 

미국, 일본의 상업 애니메이션 중, 여성 영웅 캐릭터가 주인공으

로 등장하며 여아를 주요 대상으로 전제하는 소녀물로 전제한다. 

소녀물이란, 10대 소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사랑·우정·도전 

등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비슷한 연령대의 소녀들을 통해서 

소비되는 이야기 장르이다.5) 이러한 소녀물은 한국, 북미, 일본

의 세 문화권에서 모두 시대를 불문하고 활발하게 생산 및 소비

되는 중이다. 다만 해당 문화권의 현실 인식과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서, 그 발현 및 구성의 과정이 각각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

로 예상된다. 가령 산업적 현상만 두고 볼 때, 한국에서는 10대 

아이돌 팬덤을 중심으로 한 ‘팬픽’의 캐릭터가 소녀물의 중심

에 자리 잡고 있으며, 미국에서는‘틴에이지 필름(teenage 

film)’장르를 통해서 10대 소녀들의 로맨스가 발달했다. 일본에

서는 1970년대 ‘소녀문화’의 급부상과 함께 이른바‘쇼조아니

메(小女アニメ)6)가 성행했다. 이처럼 각 문화권에서는 다양한 문

화적 맥락 속에서 여성 캐릭터가 문화적 기호로 생산 및 소비되

는 중이다. 비록 시대적으로는 상이하나, 대중성과 상업적 성공 

면에서 각 문화권의 소녀물을 대표하는 장르라는 점에서 유의미

하다. 또한 이들은 모두 소녀 캐릭터를 내세워 이를 시청하는 여

아들의 젠더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

는다.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여성 캐릭터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경우, 

주로 캐릭터의 표면적 특징 즉 조형적 요소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하고 있다.7) 가령 미국과 일본 소녀만화에 나타난 ‘칸’에 대한 

4) 수잔나 D. 월터스., 앞의 책, 1999, p.35.

5) 야마구치 야스오, 김기민 역, 『일본 애니메이션 역사』, 미술문화, 2005.

6) 주로 소녀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일본 애니메

이션. 이런 장르의 만화책은 ‘쇼조 망가’라고 한다. 헬렌 매카시, 조너선 

클레멘츠, 한창완·이정훈 역,  『저패니메이션 하드코어』, 현실문화연구, 

2004, p.42.

7) 박형동,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역할변화 연출에 내재된 시각적 대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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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을 통해 소녀만화의 표현발달 및 성립 과정을 연구했거

나,8) 만화영화에 등장한 여성 캐릭터의 외모, 성향 등을 분석하

고, 이를 통해 캐릭터 산업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여성 캐릭터의 

요건을 제시하고자 했다.9) 이러한 연구들의 경우 여성 캐릭터들

이 재현되는 양상과 방식을 잘 설명하고 있기는 하나, 표면적 이

미지 분석에서 나아가 내재된 문화적 함의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한편 여성주의적 시각을 통해 여성 캐릭터를 분석하고자 한 연

구들도 있었다.10) 이와 같은 연구들의 경우, 주로 모성, 괴물성 

등 여성학의 개념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속 여성 캐릭터의 이데올

로기를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분석 대상을 주로 일본 및 미국 애니메이션으로만 한정짓고 있기 

때문에, 정작 국내 애니메이션에까지 그 분석 결과를 적용하기 

『만화애니메이션연구』, Vol.0 No.35,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4.

   김소원, 정규하, 「일본 소녀만화의 표현기법의 변화에 관한 고찰: 1958~1963

년의 소녀잡지 만화를 중심으로」,『만화애니메이션연구』, Vol.0 No.27, 한

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2.

   이신영, 「순정만화의 여성성 연구: 여성 캐릭터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만화영상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권경민, 「미국·일본 소녀만화의 표현발달 및 성립에 관한 비교연구」, 『한

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7, 한국콘텐츠학회, 2010.   

   최유미,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의 성격과 역할 연구: 미국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연구』,  Vol.4 No.1,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08.

  안현숙, 「만화영화에서의 여성 캐릭터에 관한 연구」, 『일러스트레이션학연

구』, Vol.2 No.1,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1998.

8) 권경민, 「미국·일본 소녀만화의 표현발달 및 성립에 관한 비교연구」, 『한

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7, 한국콘텐츠학회, 2010, pp.149-158.   

9) 안현숙, 「만화영화에서의 여성 캐릭터에 관한 연구」, 『일러스트레이션학연

구』, Vol.2 No.1,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1998, pp.151-177.

10) 고민정·김재웅,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남성 중심적 시선의 전복 연구: 조

안나 퀸과 앨리슨 스노우덴의 작품을 중심으로」, 『영상예술연구』, Vol.16 

No.0, 영상예술학회, 2010.

   이아람찬,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헤게모니적 남성성」,『만화애니메

이션연구』, Vol.0 No.19,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0.

   한혜원·강윤정,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괴물성 연구」, 『문학

과영상』, Vol.11 No.1, 문학과영상학회, 2010.

   조필호, 「애니메이션 「뮬란」의 가정지향적 여성 영웅성 연구」, 『한국디

자인포럼』, Vol.22 No.0,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09.

   임찬,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타난 여성상의 고찰」, 『디자

인학연구』, Vol.64 No.0, 한국디자인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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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앞선 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하는 가

운데, 한국, 미국,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모두 분석 대상으로 채

택하고 이들의 이미지 및 서사를 요소별로 비교 분석한 뒤, 각 

문화권의 성적 정체성 및 패러다임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경우, 한류와 K-Pop을 다뤄 국내외적으로 대중성

을 입증 받은 <카라 더 애니메이션(2013)>, <꿈의 보석 프리즘스

톤(2012)>, <치링치링 시크릿 쥬쥬(2012)>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

했다. 북미의 경우, 대중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소비되고 멀티유

즈되는 그래픽 노블(graphic novel) 중 디씨 코믹스(DC Comics)

와 마블 코믹스(MARVEL Comics)의 만화 및 애니메이션을 분석 텍

스트로 선정했다. 일본의 경우 소위‘소녀문화’11)로 분류되는 

대중문화 콘텐츠 중에서도 특히 ‘마법소녀물’로 하위 분류되는 

<미소녀전사 세일러문(美少女戰士セ-ラ-ム-ン)>, <애천사전설 웨

딩피치(愛天使伝説ウェディングピーチ)>, <해피니스 차지 프리큐

어!(ハピネスチャージプリキュア！)>를 분석 텍스트로 선정했다.  

2장에서는 여성 캐릭터들의 외적 이미지의 구성 방식을 분석하

고, 이를 토대로 각 문화권의 성 정체성에 대한 현실 인식 및 문

화적 패러다임을 도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애니메이션 전체의 

서사적 맥락 내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극적 사건을 대면하고 해

결하는 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향하는 문화적 함의

와 가치를 밝히고자 한다. 2장과 3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문화권에서 여아들에게 애니메이션의 여성 캐릭터를 통해서 전달

하고자 하는 사회학적 성 역할과 성 정체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여성 캐릭터가 문화적 코드로 작용하는 과정을 텍스트 단위, 콘

텍스트 단위로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차별적 결과를 

보다 객관화할 수 있을 것이다. 

11) 소녀문화란 근대사회 특유의 서브컬처로 소녀를 전면에 앞세우고 소녀 주인

공 캐릭터 생산을 통해 ‘소녀’에 집중하는 문화현상을 가리킨다. 권윤경, 

「애니메이션 ‘소녀’ 이미지 연구 : 서브컬처 이미지 수용 양상」, 『일본

문화연구』, 동아시아일본학회, Vol.35 No.0, 2010,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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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성 캐릭터의 재현방식

1. 한국: 현실 연장적 아이돌의 재현

한류, K-Pop 등 한국 대중문화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한국 애

니메이션에서도‘걸 그룹(girl group)’이 주요 여성 캐릭터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걸 그룹은 3인조 이상의 10대 소녀들로 구성

된 아이돌(idol) 가수를 지칭한다.12) 한국 애니메이션에서는 한

국 대중문화의 대표적 문화 코드인 아이돌을 그대로 이미지로 재

현하거나 모방한 캐릭터 군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가령 <카라 더 

애니메이션>의 경우, 실제 한국 및 일본에서 활약 중인 아이돌 

‘카라’를 원본으로 삼아,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프리즘 스톤>, <치링치링 시크릿 쥬쥬>의 경우, 

실재할 만한 아이돌을 상정하고 이를 모방한 경우에 해당한다. 

두 경우 모두 원본의 실제 유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현실의 

K-Pop 아이돌이 추구하는 외형과 조건을 답습하고 지향한다는 점

에서 연장선상에서 논할 만하다.

원본 아이돌 재현된 캐릭터

<카라 더 

애니메이션>

한국 DSP미디어의 

카라(KARA)
영웅이 되어 활약하는 카라

<프리즘 

스톤>

일본 AVEX의 

프리즈미(Prizmmy)
동명의 신인 아이돌 그룹

한국 DSP미디어의 

퓨리티(PURETTY)
동명의 아이돌 연습생 그룹

<치링치링 

시크릿 쥬쥬>
없음

스쿨아이돌 ‘시크릿 

플라워’

표 1. 원본으로서 아이돌과 재현된 캐릭터의 비교

12) 2000년대 후반에 생성된 신조어로 대중가요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 가수의 모

임을 집단적으로 일컫는 용어인데 걸그룹은 대체로 상호 유사한 성향을 띠며 

멤버의 평균 나이는 10대 후반의 미성년에서 20대 초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권윤경, 앞의 논문, 2010,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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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국 애니메이션의 원본이 

되는 인물은 실제 걸그룹으로 활약한 바가 있거나 실제 존재할 

법한 보편적인 걸그룹을 모방한다. 대표적인 예로 <카라 더 애니

메이션>의 경우, 동명 아이돌 그룹 멤버의 이름, 신체적 특징, 

목소리 등을 그대로 차용하는 가운데 ‘카라의 꿈’이라는 허구

적 사건을 접목시키고 있다. <카라 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은 

원본이 되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의 특징을 답습하는 가운데 보

다 극화된다. 다만 아이돌 그룹은 반현실적인 시공간 안에서 극

적 사건을 겪게 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애

니메이션으로 제시한다. 비록 그 사건의 발생과 해결이 반현실적

인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카라 더 애니메이션>의 여

성 캐릭터들은 늘 실제 아이돌 그룹 카라의 이미지와 그림자 관

계를 맺게 된다. 아무리 반현실적 사건에 제시되더라도 실제 카

라의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이미지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반현실적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현실의 카라 이

미지가 더욱 강화된다.

한편 <치링치링 시크릿 쥬쥬>의 경우 일대일 대응할 만한 아이

돌은 없으나, 주인공 캐릭터들은 <카라 더 애니메이션>이나 <프

리즘 스톤>에 등장한 주인공들과 흡사하게 K-Pop의 보편적 아이

돌의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 특히 의상 및 헤어스타일, 춤과 

노래, 행동 등 다양한 외적 이미지들이 한국의 보편적인 걸그룹

의 조건을 충족한다.

애니메이션은 이미지를 통해서 서사를 구현하기 때문에 환상적

이고 허구적인 이야기를 주로 다뤄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여아를 중심으로 생산 및 소비되는 애니메이션의 여성 캐릭터들

은 아이돌이라는 현실의 원본을 모방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다만 이들이 겪는 사건은 반현실적이고 극적이다.

‘아이돌 되기’라는 한국 특유의 소재는 일부 애니메이션에서

만 나타나는 단편적이고 한정적인 주제는 아니다. 최근 한국 방

송 콘텐츠의 주를 이루는 것은 주로 오디션을 통해서 가수, 댄서 

등 아이돌 스타를 배출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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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애니메이션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걸그룹, 아이돌로 재현되

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스타 되기’라는 대

중의 소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마법을 쓰는 마법소녀, 미국의 초능력을 쓰는 슈퍼 히

어로와 달리, 아이돌이란 현실 세계의 맥락 안에서 존재하는, 실

현 가능한 직업이다. 따라서 여아들은 아이돌을 ‘따라잡아야 

할’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며 젠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돌을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여아들은 아이

돌을 재현한 애니메이션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아이돌과 

일체화시키고, 이러한 ‘동일시’와 ‘모방’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한다.13) 자신을 애니메이션 속 아이돌의 모습과 동일시하면

서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가령 <치링치링 

시크릿 쥬쥬>의 경우 캐릭터들이 사용하는 ‘시크릿 패드’, 

‘노래하는 기타’, ‘시크릿 리듬스틱’등 애니메이션에서 등장

하는 아이템이 실제 완구로 제작 및 소비되는 중이다. 

사실 스타를 선망하고 모방한 팬덤은 대중매체가 등장한 이래

로 꾸준히 있었다. 다만 한국 애니메이션의 경우, 실재하는 아이

돌이 반현실적인 사건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애니메이션으로 극화

되는 과정을 통해서 현실의 아우라가 보다 확장된다. 따라서 여

아들은 아이돌을 ‘바라보는 대상’에서 나아가 ‘되어야 할 주

체’로 인지하고 이를 체현하고자 노력한다. 

2. 미국: 비현실적 히어로의 조합

미국의 그래픽 노블에서는 인간 이상의 능력을 보유한 영웅 캐

릭터가 프로타고니스트로 등장해 현실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안타고니스트를 제거하는 권선징악의 서사가 주를 이룬다. 이때 

영웅은 주로 남성으로 설정되기는 하나, 일부 애니메이션에서는 

여성 영웅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평범한 인간의 능력을 훨

씬 뛰어넘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적대 세력과 맞

13) 김용석, 「팬클럽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에 관한 연구 -‘소녀시대’ 

팬클럽을 중심으로」, 『시민청소년학연구』, Vol.2 No.1, 2011,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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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싸우는‘슈퍼 히어로(super hero)’를 미국 특유의 애니메이

션 캐릭터라 할 만하다.14) 

미국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여성 영웅 캐릭터의 경우, 영웅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신체적 힘이나 능

력 등에서 기존의 남성 슈퍼 히어로와 유사하게 재현된다.15) 남

성 슈퍼 히어로들의 경우, 개인을 대표하는 상징적 단어에 남성 

접미사인 ‘맨(man)’을 붙이는 형태로 이름 짓는다. 이는 현실 

세계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영웅 캐릭터를 편입시키

는 방법을 강조하는 것으로, 들 호모 슈퍼리얼들이 여전히 ‘인

간’의 영역에 속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와 비슷한 맥

락에서 여성 영웅 캐릭터의 이름에도 역시 원더우먼

(Wonderwoman)’, ‘캣우먼(Catwoman)’, ‘슈퍼걸

(Supergirl)’, ‘배트걸(Batgirl)’등, 현실 세계에서 여성을 

지칭하는‘우먼(woman)’ 혹은 ‘걸(girl)’이라는 접미사가 붙

는 방식으로 나타난다.16) 이는 인간을 남성과 여성의 이항대립으

로 양분하는 서구 사회의 젠더 질서를, 허구적 상상력의 발현물

인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고자 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슈퍼 히어로들에게도 성별의 분류 체계

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슈퍼 히어로들의 경우 외모의 표현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적 특징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실제 그 힘이 발휘되

는 양상에서는 남성적 기능만을 강조한다. 가령 슈퍼 히어로들은 

영웅적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습적으로‘변복’을 통해 정

체성 변신의 과정을 겪게 된다. 전투복으로는 주로 전신 타이즈

(tights)나 보디 슈트(body suit)를 선택하며 몸의 근육을 극대

화한다.17) 근육의 과장된 표현은 곧 물리적 힘의 논리와 남성적 

14) 마크 웨이드 외, 하윤숙 역, 『슈퍼히어로 미국을 말하다』, 잠, 2010, 

p.30.

15) 조필호,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여성영웅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

영상대학원 영상예술학과 애니메이션이론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6. p.28.

16) DC 코믹스의 경우, 베트우먼, 베트걸, 슈퍼걸, 스타걸, 엘레멘트 우먼, 원더

걸, 원더우먼, 파워걸, 호크걸, 호크우먼 등이 있으며 마블 코믹스의 경우, 

쉬헐크, 스파이더걸, 스파이더우먼, 인비저블 우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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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과시를 위함이다. 현실 세계에서 남성적 힘의 논리가 우위

를 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슈퍼 히어로들 역시 남성적 힘의 논

리를 따를 때에만 선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여

성 히어로의 경우, 주로 변신 이전에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지 않

을 때에만 여성적인 특징이 드러나며, 슈퍼 히어로로 변신한 뒤 

영웅적 액션을 취하는 과정에서는 남성적인 힘의 질서에 따르게 

된다. 

남성 슈퍼 히어로 여성 슈퍼 히어로

대표

적 

예시  

DC코믹스의 슈퍼맨, 배트맨

 

DC코믹스의 배트걸, 원더우먼

공통

점

전신 타이즈 혹은 보디 슈트

근육질의 팔

넓은 어깨

근육질의 다리

표 2. 변복 후 남성과 여성 슈퍼 히어로의 몸 이미지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남성 히어로와 여성 히어로의 몸 이미

지는 거의 유사하게 재현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여성 슈퍼 히

어로의 선정적인 의상, 신체 부분의 과도한 확대 등을 통해서 여

성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 슈

퍼 히어로가 영웅적 액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부각되

는 것은 몸 이미지 중에서는 근육이며, 이를 통해서 전투 능력을 

발휘할 때이다. 그래픽노블에는 반드시 변신 전의 평범한 주인공

과 변신 후 강인함을 갖추게 된 주인공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

17) 김윤희, 「2000년 이후 판타지 영화에 등장하는 슈퍼히어로의 복식미」, 

『한국디자인포럼』, Vol.38 No.0,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3, pp.40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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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여성 슈퍼 히어로들의 경우, 평범한 여성이 강인한 남성

성을 갖춘 슈퍼 히어로로 변신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데에 주로 

서사적 초점을 맞춘다. 

개인의 능력과 능력을 통한 목표의 성취를 중시하는 풍토는 일

찍이 미국 문화에 내재한 인간중심주의를 반영한다. 미국 문화권

에서는 인간 개개인을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우월하고 존엄한 

존재로 인식한다.18) 이처럼 자연을 정복하고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현실에 대한 확장적 인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슈퍼 

히어로이다. 슈퍼히어로들은 보통 사람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힘

을 가졌고 정의롭고, 타인을 위해 항상 희생하며, 악당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인격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완벽한 모습으

로, 사회를 이끌 ‘슈퍼’개혁자를 대변한다.19) 그런데 미국의 

슈퍼 히어로는 반드시 현실을 재현한 현대 대도시의 맥락 안에서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허구적 맥락 안에서 가

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의 현실을 그대로 반

영한 시공간 안에서 비현실적인 슈퍼 히어로가 등장해 현실 세계

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하다. 따라서 여성 슈퍼 

히어로 역시 현실 세계의 남성/여성의 이분법적 분리의 질서를 

답습하는 가운데 등장해 비현실적인 능력들을 발휘하며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

여성 슈퍼 히어로의‘하드바디(hard body)’는 북미 문화권에

서 생각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대변한다. 여성 슈퍼 히어로의 몸

을 ‘하드바디’, 즉 지치지 않는, 근육질의, 무적의 남성 육체

로 묘사하는 것은 곧 영웅적, 공격적, 과단성 있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상징한다.20) 이처럼 미국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여성 슈퍼 

히어로는 곧 현재 미국의 질서와 가치를 가시적이고도 집합적으

로 표현한 결과이다. 

18) 조지 카텝, 이태영 역, 『인간의 존엄』, 말글빛냄, 2012.

19) 양은희, 「미국·일본 장편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영웅상의 변화」, 홍익대학

교 산업대학원 애니메이션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1, pp.25-26.

20) 양은희, 앞의 논문, 2011,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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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초현실적 여신의 강림

일본의 경우,‘마법소녀물’, ‘괴도소녀물’ 등 소녀물에 해

당하는 애니메이션이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세분화되어 발달해

왔다. 소녀물에서 지칭하는 소녀란 ‘어린 여성’을 뜻하며, 아

이와 어른 사이에 있는 일종의 경계적 인물이다.21) 문화적 기호

로서의 소녀는 남성성과 여성성, 어른과 아이, 힘과 나약함, 앎

과 무지의 빈틈에 존재한다.22) 소녀들은 사회적으로는 학교라는 

국가의 제도권에 속해있으며 집에서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다. 

마법 소녀물에서 여성 캐릭터들은 여중생 혹은 여고생으로 설정

되어 있다. 이들은 평범한 학생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살아가지

만, 주변 인물이나 세계에 위험이 닥치면 극적인 변신을 통해 세

계를 구하는 마법전사로 활약한다는 서사적 관습성을 따른다. 따

라서 평범한 여학생이 마법의 여신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가장 극

적인 과정으로 묘사된다.

소녀들은 ‘변신’ 행위를 통해 어른스러운 외모로 탈바꿈하고 

전에 없던 힘을 획득한다. 이처럼 변신 의식을 통해 마법적으로 

어른이 되는 능력은 마법소녀물의 공통적인 토대이다. 따라서 변

신 과정은 마법소녀물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변신 과정은 특별한 주문 혹은 몸짓 등의 의식적이고 

신비스러운 요소를 포함하며, 변신 행위를 통해 마법소녀는 여성

적인 장신구나 화려한 복장 등을 갖추게 된다.23) 

  

21) 수잔 J. 네피어, 임경희·김진용 역, 『아니메: 인문학으로 읽는 제패니메이

션』,2005, p.196.

22) Prindle, Tamae K., “A Cocooned Identity: Japanese Girl Films: Nobuhiko 

Obayashi’s Chizuko’s Younger Sister and Jun Ishikawa’s Tsugumi”, 

Post Script 15, no.1, 1998, p.35. 

23) 헬렌 매카시, 조너선 클레멘츠, 앞의 책, 2004, pp.47-48.



103

변신 전 변신 후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

>

<애천사

전설 

웨딩피치

>

<해피니

스 차지 

프리큐어

!>

직업 학생 마법전사

의복 교복 화려한 전투복

능력 없음 마법 등 특수능력 획득

표 3. 마법소녀의 변신 전 모습과 변신 후 모습의 비교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변신을 통해 가장 극적으로 변화하는 

요소는 의복이다. 변신 전의 소녀들은 모두 교복을 입고 있는데, 

교복은 곧 학교라는 제도권 속에서 획일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시대의 일본 소녀들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들은 곧 마법적 변

신을 통해 하이힐, 장신구, 화려한 의상 등으로 치장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소녀에서 성인 여성의 모습으로 극적인 변화를 이룬

다. 이때 머리띠, 팔찌, 브로치, 리본 등 장식적 요소는 관습적

으로 여성적이라 여겨지는 분홍색 계열의 리본, 하트 모양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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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템으로 이루어져있다. 다만 마법소녀들은 이러한 아이템을 몸 

위에 덧붙임으로써 일시적으로 겉모습만 바꿀 뿐, 근본적인 정체

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북미의 여성 히어로들이 변신을 통해 

근육과 물리적 힘을 획득하고 초인간으로 변하는 것과는 변별적

이다. 따라서 마법소녀들의 변신은 실제로는‘변장’에 가까운 

행위이다.

소녀물의 캐릭터들은 마법적 변신의 과정을 통해서 초현실적인 

여신으로 등극한다. 일본의 여아들은 이러한 초현실적 여신을 이

상적 여성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소녀물을 즐기는 남아들

의 경우도 이를 이상적 여성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처럼 일

본의 애니메이션에서는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을 통해서 이상적 여

성상을 반복적으로 재현하여 이를 시청하는 여아에게 각인시킨

다.24) 따라서 마법소녀의 변신 행위는 곧 여성의 의미화 과정과 

직결된다. 변신을 마친 마법소녀들은 요정, 천사, 공주, 여신 등

의 극단적으로 여성적이며 환상적으로 격상된 이미지를 차용하면

서, 오히려 실제 여성의 이미지를 배척하거나 왜곡하게 된다. 이

처럼 수직적으로 격상된 여성 캐릭터가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총

합적 이미지는 수용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끼

친다.25) 일본의 초현실적 여신을 통한 수직적 상상력의 발현은, 

한국의 현실 연장적 아이돌의 모방, 미국의 비현실적 슈퍼 히어

로의 수평적 확장과는 분명 차별적이다. 

Ⅲ. 재현 서사에 나타난 젠더성

1. 실체가 없는 하위모방과 복제 권장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여성 캐릭터들의 직업은 경찰, 우주비행

사, 여객선 선장, 가수지망생 등으로 현실의 연장선상에서 재현

된다. 이는 미국 혹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대부분의 여성 캐릭

24) 박수진,「TV시리즈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변신의 환상성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p.62.

25) 권윤경, 앞의 논문, 2010,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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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들이 공주, 요정, 천사, 슈퍼 히어로 등 천편일률적이며 비현

실적으로 재현된 것과는 차별적이다. 이처럼 한국의 여성 캐릭터

들은 초월적이거나 특수한 능력을 지니지 않은 평범한 인간 여성

이라는 점에서 ‘하위모방(low mimetic)’적이다.26) 이는 여성 

캐릭터들이 서사 내에서 각자의 직업적 특성을 활용해 사건을 해

결하는 방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주인공 직업 사건 해결방식

<카라 더 

애니메이션>

경찰 폭탄 테러범 저지

우주비행사 외계 생명체와의 대적

소방관 테러리스트 저지

보디가드
강도 저지, 왕자의 비리 

고발

여객선 선장 테러리스트 저지

<꿈의 보석 

프리즘 스톤>

프리즘 스타 

연습생 
노래 실력 함양하기

신인 아이돌 그룹 그룹 멤버끼리 단합하기

<치링치링 

시크릿 쥬쥬>
스쿨 아이돌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기

표 4. 주인공 직업별 사건해결 방식 

<카라 더 애니메이션>의 경우 아이돌 그룹 카라가 영웅으로 등

장하는 허구적 서사이다. 이때 주인공의 직업인 경찰, 소방관, 

보디가드는 모두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구하는 직업이며 

우주비행사나 여객선 선장은 우주, 바다 등 수평적으로 확장된 

공간을 항해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이러한 직업의 경우 

현실 세계에서는 남성 종사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애니

메이션 내에서 여성 캐릭터들은 남성의 영역을 탈환하고 사회적 

26) 노스럽 프라이, 임철규 역,『비평의 해부』, 한길사, 2000, p.97.



106

영웅으로 재탄생한다. 이처럼 남성적 영웅성을 강조하는 직업임

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들은 북미의 

슈퍼히어로와는 차별적이다. 가령 슈퍼 히어로가 초능력 혹은 마

법을 사용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여성 캐릭터들

은 다소 만화적으로 과장됐으나 지극히 현실적인 액션이나 지략

을 통해 사건을 해결한다. 뿐만 아니라 북미나 일본 애니메이션

에서 나타난 관습적인 변복 행위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한국 애니메이션에서는 환상성을 배제한 리얼리즘을 통해 캐릭터

들을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성 캐릭

터들은 남성적 젠더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다.

<꿈의 보석 프리즘 스톤>이나 <치링치링 시크릿 쥬쥬>의 경우 

<카라 더 애니메이션>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현실의 아이돌을 

모방하고 답습한다. 가령 <치링치링 시크릿 쥬쥬>의 공식 블로그

에 게재된 ‘뮤직비디오’, ‘TV광고 촬영 현장 영상’, ‘쥬쥬

의 영상메시지’ 등은 현실에서 아이돌 그룹이 활동하는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다.27) 이처럼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여성 캐릭터들

은 지극히 현실모방적이며 아이돌의 모습을 그대로 복제한 이미

지에 불과하다. 이상적인 여성 이미지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형

상화되며,28) 동시대 한국에서는 아이돌이 바로 여아들의 ‘우

상’적 존재이다.29) 아이돌의 경우, 기획된 이미지의 복제를 통

해 한 그룹을 형성한다. 이때 그룹 내에 속해있는 개개인은 하나

의 주체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처럼 아이돌은 실체가 없는 아우

라(Aura)이며 획일적인 이미지의 형상에 불과하다.30) 한국 애니

메이션에서는 이러한 시뮬라크르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며 이상적 

여성상으로 기호화한다.31)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극도로 현실

27) <치링치링 시크릿 쥬쥬> 공식 블로그 참고

 http://blog.naver.com/joujuhouse 

28) 손자희, 앞의 책, 2002, p.67.

29) 김수연, 「아이돌 문화와 청소년 문화 교육」, 장로회식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15.

30) 김수아, 「소녀 이미지의 볼거리화와 소비 방식의 구성: 소녀 그룹의 삼촌 

팬 담론 구성」, 『미디어, 젠더 & 문화』, Vol.15 No.0, 한국여성커뮤니케이

션학회, 2010,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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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면서도 실체가 없이 복제된 ‘홀로그램적 존재’로서 여성이 

되기를 권장한다. 이는 여성 개인의 주체성이나 개성의 표현보다

는 획일화되고 규정된 여성의 모습을 우선시하는 한국의 문화적 

패러다임을 반영한다. 이처럼 한국 애니메이션에서는 여성 캐릭

터를 통해 이상적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때 남성적 젠더 

정체성을 차용하거나 실체가 없는 복제된 이미지로서 여성이 되

기를 권장한다.

2. 관계적 호명을 통한 존재의 실제화

여성 슈퍼 히어로들은 외형적 이미지를 통해 봤을 때 남성화된 

영웅, 강인한 인간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서사 내에서 이들은 남

성 슈퍼 히어로의 정체성을 모방 또는 변형한 부속적, 후속적 성

격을 지닌다. 가령, ‘배트걸(Batgirl)’, ‘스파이더걸

(Spidergirl)’, ‘쉬헐크(Shehulk)’ 등의 이름은 이미 선행하

는 남성 슈퍼 히어로의 이름을 여성형 어미를 통해 바꾼 사례에 

해당한다. 이중에서도 배트걸의 경우 ‘사이드킥(sidekick)’32)

의 대표적 캐릭터인데, 배트걸은 반드시 주인공인 배트맨의 조수

로만 등장한다는 점에서 중심(main)이 아닌 서브(sub) 캐릭터로

서만 존재한다. ‘스파이더걸’이나 ‘쉬헐크’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 선행하는 캐릭터인 ‘스파이더맨’과 ‘헐크’를 재생산한 

여성형 인물이다. 이때 외모는 선행하는 남성 슈퍼 히어로의 모

습과 거의 흡사하며, 변복행위나 전투능력 역시 남성 캐릭터가 

보여주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 이처럼 여성 캐릭터들이 서사

적으로 재현되는 방식은 이미 남성 캐릭터의 선행을 전제로 하

며, 결국 여성 슈퍼 히어로는 남성 슈퍼 히어로의 변형이자 재생

산에 불과하다.33)

31) 장 보드리야르, 하태환 역,『시뮬라시옹』, 민음사, 2014, pp.9-13.

32)‘사이드킥(Sidekick)’은 조수라는 의미로, 주로 영·미권 슈퍼 히어로 코믹

스에 많이 등장한다. 이때 주로 주연 히어로의 조력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33) 조필호, 「애니메이션 「뮬란」의 가정지향적 여성 영웅성 연구」, 『한국디

자인포럼』, Vol.22 No.0,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09,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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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따른 

호명

남성 캐릭터 관계적 여성 캐릭터 

아내

미스터 판타스틱(Mr. 

Fantastic)

인비저블 우먼(Invisible 

Woman)

아쿠아맨(Aquaman) 메라(Mera)

호크맨(Hawkman)
호크걸(또는 

호크우먼)(Hawkgirl/-woman)

연인

베트맨(Batman) 배트우먼(Batwoman)

베트맨(Batman) 캣우먼(Cat Woman)

호크아이(Hawkeye) 블랙위도우(Black Widow)

1대 로빈(Robin) 1대 베트걸(Bat girl) 

3대 로빈(Robin) 4대 베트걸(Bat girl)

리전(legion) 블라인드 폴드(Blingfold)

스파이더맨(Spiderman) 블랙캣(Blackcat)

딸

경찰국장 제임스 

고든(James Gordon)
1대 베트걸(Bat girl)

베트맨(Batman) 2대 베트걸(Bat girl) 

데이비드 케니(David 

Kenny)
3대 베트걸(Bat girl) 

범죄자‘클루마스터(Cluema

ster)’
4대 베트걸(Bat girl) 

호크맨(Hawkgirl) 호크걸(Hawkgirl)

고담시티 대부호인 

케인(Kane)
배트우먼(Batwoman)

1. 펫 듀간(Pat Dugan) 

(양아버지)

2. 로열 플러시 갱의 

범죄자(친아버지)

스타걸(Stargirl)

타노스(Thanos) 가모라(Gamora)

월터 하디(Walter Hardy) 블랙캣(Blackcat)

스파이더맨(Spiderman) 스파이더걸(Spidergirl)

케냐 추장 스톰(Storm)

타마란의 왕 스타파이어(Starfire)

러시아 황제 블랙위도우(Black Widow)

사촌

슈퍼맨(Superman) 슈퍼걸(Supergirl)

헐크(Hulk) 쉬헐크(She Hulk)

아틀란티스의 왕 네이모라(Nam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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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머(Namor)

파트너

/

조력자

베트맨(Batman) 2대 베트걸(Bat girl)

클록(Cloak) 대거(Dagger)

선택받

은 

존재

스파이더맨(Spiderman) 스파이더 우먼(Spider-Woman)

오딘(Óðinn) 발키리(Valkyrie)

비인간

- 마담 재너두(Madame Xanadu)

- 자타나(Zatana)

- 스타파이어(Starfire)

- 네이모라(Namora)

표5. 남성 캐릭터와의 관계에 따른 여성 캐릭터의 호명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여성 캐릭터들은 남성 캐릭터의 친

딸, 손녀, 양녀, 연인, 아내, 파트너, 사촌 등으로 등장한다. 대

부분의 여성 캐릭터는 특정 남성 캐릭터의 아내, 연인, 딸이라는 

역할을 부여받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남성이 직접 발탁하거

나 남성의 권유를 통해 슈퍼 히어로 활동을 시작한다. 가령 ‘스

파이더 우먼(Spider Woman)’이나 ‘발키리(Valkyrie)’의 경우, 

신적인 존재에게 선택받거나 남성 히어로에게 발탁됨으로써 슈퍼 

히어로의 신분을 획득한다. 이처럼 여성 캐릭터들은 남성 캐릭터

들과의 관계를 통해서야 비로소 실제화 된다.

한편, 마담 재너두(Madame Xanadu)나 자타나(Zatanna)와 같이 

남성 슈퍼 히어로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다

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 인간이 아닌 다른 종족 등 비인간이다. 

여성 캐릭터들은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인간 여성’이길 부정 당한다. 이처럼 여성 캐릭터는 오

로지 남성 캐릭터와의 관계적 호명을 통해서만 탄생하고 그 존재

를 유지한다. 이는 앞서 여성 슈퍼 히어로들이 외적으로 독립적

이고 강인한 주체로 표현되었던 바와 모순된다. 

이러한 모순은 미국 문화 내에 여전히 남아있는 남성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대변한다. 결국 애니메이션에서 시청자들이 접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여성의 창조물이 아닌, 남성의 창조물이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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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제목

3화. 의문의 잠자는 병! 

지켜라 소녀의 사랑하는 마음을

88화. 빛과 어둠의 최종결전! 

미래에 맹세하는 사랑

5화. 요마의 향기! 

샤넬라는 사랑을 훔친다

91화. 사랑의 롯드(rod) 탄생! 

우사기의 새로운 변신

6화. 사랑의 노래를 지켜라! 

우사기는 큐피드

95화. 사랑의 도움은

 세일러문에게 맡기세요

12화. 나도 남자친구가 필요해! 

호화선의 함정

99화. 남자의 다정함! 

유이치로 레이에게 실연?

15화. 초조한 우사기! 

레이짱 첫 데이트

102화. 빼앗긴 순수한 마음! 

우사기 절대절명

미국 사회가 이상화하는 여성의 모습이란 사회적으로 ‘남성적 

강인함’을 지니고 있음에도 여전히 남성의 지배하에 있는 모습

이다. 여성 슈퍼 히어로는 남성의 지배 가치를 위해 싸우는 전사

이자 가부장이며, 아버지의 복권, 남성의 이상화를 대변하는 존

재이다.35) 결국 여성 슈퍼 히어로라는 것은 남성의 그림자에 불

과하며, 진정한 슈퍼 히어로란 남성에 국한된 존재들이다. 

3. 관계 맺기를 통한 마법 세계로의 편입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마법소녀들은 변신을 통해 초인적 능력을 

획득한 후, 이를 통해 악의 무리들을 처단하고 위험에 빠진 세계

를 구한다. 다만 이러한 사건 해결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 자체가 아닌 주인공들의 사적인 감정이다. 마법소녀물

의 주인공은 비슷한 연령대의 절친한 친구들로 이루어진 10대 소

녀 집단으로, 이는 현실 세계의 사춘기 소녀들의 모습을 대변하

기도 한다. 이 시기에 소녀들은 이성에게 호감을 표하기 시작하

고 친구 사이의 감정 교류를 통한 우정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누

군가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깨어지는 과정에서 주요한 에피소드가 

발생한다. 

34) 수잔나 D. 월터스, 김현미 외 역,『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여성들』, 또 하나

의 문화, 1999, p.39.

35) 양은희, 앞의 논문, 2011,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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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화. 순백 드레스의 꿈! 

우사기 신부되다

106화. 운명의 인연! 

우라누스의 먼 하루

19화. 우사기 감격! 턱시도 

가면의 러브레터

107화. 예술은 사랑의 폭발! 

치비우사의 첫사랑

22화. 달아래의 로맨스! 

우사기의 첫 키스

121화. 마음을 빼앗는 

요마의 꽃! 세번째 마녀 테루루

23화. 유성에게 소원을! 

나루짱의 순수한 사랑

122화. 사랑을 믿어! 

아미, 마음씨 고운 전사

24화. 나루짱의 울음! 

네프라이트 사랑을 위한 죽음

128화. 운명의 만남! 

페가수스의 춤추는 밤

27화. 아미짱에게로의 사랑!? 

미래예지 소년

132화. 잘 어울리는 두 사람! 

우사기와 마모루의 사랑

28화. 사랑의 일러스트! 우사기와 

마모루가 가까워지다?

138화. 천국까지 달려라! 꿈의 

자동차에 거는 사랑

29화. 대혼선! 혼란스런 사랑의 

사각관계

141화. 사랑의 폭풍우! 미나코의 

양다리 대작전

31화. 사랑받고 쫓기고! 루나의 

최악의 날

142화. 비밀의 저택! 사랑의 

메뉴를 당신에게

41화. 이제 사랑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아! 아미와 마모루의 대결

147화. 운명의 파트너? 마코토의 

순정

42화. 세일러 비너스의 과거, 

미나코의 슬픈 사랑

154화. 꿈 대결! 미나코와 마코토 

절교선언

48화. 사랑과 정의의 이유! 

세일러전사 부활

159화. 치비우사의 작은 사랑의 

랩소디

56화. 마모루의 키스 빼앗아라! 

안의 백설공주 작전

171화. 사랑하니까! 끝없는 

마계와의 싸움

58화. 엇갈리는 사랑의 마음! 

분노하는 마계수

172화. 사랑의 문 파워! 악몽이 

끝날 때

59화. 눈 뜨는 진실의 사랑! 

마계수의 비밀

173화. 이별과 만남! 운명의 

별들의 바뀌는 흐림

61화. 우사기 큰 쇼크! 마모루의 

절교선언

181화. 세이야와 우사기의 

두근두근 데이트

65화. 사랑의 논쟁! 미나코와 

마코토의 대립
184화. 둘만의 밤! 우사기의 핀치

70화. 사랑의 화염 대결! 마스 VS 

코안

189화. 사명과 우정의 사이! 

세일러 전사들의 대립

77화. 생각은 같아! 우사기와 

마모루의 사랑 다시

200화. 우사기의 사랑! 달빛 

은하를 비추다

87화. 사랑과 미래를 믿어! 

우사기의 결심

표 6.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에 나타난 ‘사랑’관련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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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의 전 시리즈

에 등장하는 총 200개의 에피소드 중 46개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13개가 우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애천사전

설 웨딩피치>의 경우 역시 총 51개의 에피소드 중 26개가 사랑이

라는 주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해피니스 차지 

프리큐어!>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 ‘큐어 허니’, ‘큐어 포춘’ 

등의 캐릭터의 경우, 이름을 통해 사랑의 성립을 기원한다. 이처

럼 마법소녀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는 사랑과 우정이라

는 관계 지향적 가치이다. 이는 소녀만화에서부터 계승되고 있는 

주제로, 소녀만화에서는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 캐릭터의 감정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캐릭터 개개인 간의 관계를 강조해온 바 있

다.36)

안타고니스트와의 최후의 대전에서 마법소녀들은 친구 혹은 연

인을 상실한 괴로움으로 각성하여 힘을 발휘한다. 다만 마법소녀

의 초월적 힘이 내포하고 있는 위협은 결국 남주인공과의 관계에 

의해 중화된다. 다시 말해, 마법소녀들은 사랑하는 남자를 향해 

전면적으로 헌신하는데 이는 아무리 마법소녀가 독립적이고 적극

적이라 하더라도 변함없이 전통적 패턴의 남녀 관계에 얽매여 있

음을 시사한다.37) 아무리 여신으로 변신하고 세상을 구원할 전사

로서 그려지고 있을지라도, 마법소녀들은 사랑과 우정이라는 사

적인 감정을 통해서만 힘을 발휘한다. 

이러한 관계지향적인 캐릭터들의 행동과 모습은 일찍이 일본이 

근대화를 이루면서 공고히 다져진 가부장적이고 관계 중심적 면

모를 반영한다. 일본이 근대화를 이루던 시기에는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남성을 주요한 사회적 노동력으로 치부하는 반면, 여성

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내부화시켰다.38) 이때 근대국가형

성의 대의명분 아래 ‘여성의 국민화’라는 시대적 요청도 생겨

36) 권윤경, 앞의 논문, 2010, p.10.

37) 수잔 J. 월터스, 앞의 책, 2005, p.240.

38) 권윤경, 「여성잡지 창간호의 ‘여성’이미지」, 『日本語文學)』, Vol.43 

No.0, 韓國日本語文學會, 2009, pp.38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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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모양처라는 젠더 규범이 필요했으며 이

는 자연스레 결혼 이전의 소녀기들에게 강요되었다.39) 이러한 과

정에서 소녀들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지향적 규범을 학

습했다. 이처럼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재현하는 이상적 여성상이

란 특히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수동적 주체이며, 이

는 결국 남성의 시각을 통해 만들어진 모습이다.40) 

IV. 결론

애니메이션은 문화권의 이데올로기의 규범과 이상들을 의도적

으로 재현하는 주요한 매체이다. 특히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의 경

우, 기성세대들이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교훈적이고 이상

적인 서사들이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이상적 서사들은 캐릭터의 

모습을 통해 이상적 젠더 정체성의 권장 및 습득 역시 권장한다. 

이에 어린이들은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캐릭터를 자신의 모습과 

동일시하며, 나아가 이를 통해 젠더 정체성을 습득한다. 본 논문

에서는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이상적 여성상의 기호화 과정을 중

심으로 한국, 미국,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여성 캐릭터의 분

석을 시도하였다.

애니메이션 내에서 여성 캐릭터는 기호로서, 이미지로서, 또는 

스펙터클로서 재현된다.41) 여기서 여성은 완벽하게 문화적인 개

념으로, 각 문화권에서 현실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이상적 

여성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령 한국 애니메이션의 

여성 캐릭터들은 현실의 연장선상에서 실존하는 아이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하위모방적 존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미지

뿐만 아니라 서사 역시 ‘아이돌 되기’라는 주제를 통해 ‘아이

39) 최은경, 「근대일본 소녀소설에서 보는 "소녀" 표상 -요시야 노부코(吉屋信

子) 『꽃 이야기(花物語)』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Vol.42 

No.0, 한국일본근대학회, 2013, p.189.

40) 박수진, 앞의 논문, 2014, p.66.

41) 손자희, 『한국 페미니즘의 문화지형과 여성주체』, 문화과학사, 2009,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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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따라잡기’라는 문화적 패러다임을 강화하고 있었다. 다만 이

때 남성적 젠더 정체성이나 복제된 이미지로서 실체가 없는 여성

의 모습을 복제 및 모방 하도록 권장하고 있었다. 

미국의 그래픽노블의 경우, 남성 슈퍼 히어로와 동등한 능력을 

지닌 여성 슈퍼 히어로가 등장했다. 이들은 외적으로는 영웅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남성적 힘을 획득한 강인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었으나, 서사적으로는 남성 캐릭터의 부속적, 변형적 존재에 

그치고 있었다. 결국 미국 문화권에서는 남성적 젠더 정체성을 

차용해 이상적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문

화권 전반에 자리한 남성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밝힐 수 있었다.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는 평범한 소녀가 변신 제의를 통해 아름

답고 강하며 언제나 승리하는 여신적 존재로 격상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는 수직적 확장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

을 밝힐 수 있었다. 다만 서사 내에서 여성 캐릭터는 남성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만 비로소 완전한 존재가 되고 있었는데, 이

는 여전히 일분 문화권에 편재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 역시 여성 정체성은 결국 남성에게 귀속

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 미국, 일본의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상적 여성상으

로 각각 아이돌, 슈퍼 히어로, 마법소녀를 제시하는데, 이들은 

주체적 개인으로서 여성이 아닌 허상이거나, 남성의 부차적 존재 

혹은 왜곡된 환상으로 재현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결국 이들 

애니메이션에서 재현하는 이상적 여성상이란 남성 지배적인 젠더

체계의 이데올로기적 구성물에 불과하다.42) 시청자들은 이처럼 

이상적으로 재현된 여성 캐릭터들을 적극적으로 수용 및 모방하

고 이를 통해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간다. 결국 

여아들은 문화권의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여성으로 자라나게 되

며, 이러한 여성상은 다시 끊임없이 소비되고 재구성되어 하나의 

문화 코드(culture code)로서 자리 잡게 된다. 

42) 손자희, 앞의 책, 2009,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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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emale Hero Characters in Animation 

According to the Feminist Cultural Theory

- Focusing on Korean·American·Japanese Animation -

Kim, Juna · Chung, Eunhye

This paper analyzed and compared the storytelling of female 

characters in Korean, American, Japanese animations and revealed 

the ideal image of woman of each culture. Chapter 2 analyzed the 

superficial images of the female characters and figured out how 

these images  reflected awareness of a reality. This paper revealed 

that female characters act as a representative cultural symbols and 

embodies the paradigm and the order of those cultures. In  Chapter 

3, this paper analyzed and compared how the female characters solve 

the dramatic events in the entire narrative structure, and revealed 

the cultural implications of their action and these events. Korean 

characters were imitating the idols as an extension of the real 

world, and American characters were drawn as unreal Super Heroes who 

were utilized to enhance the order of the world if the United 

States. Japanese characters, the magical girls are led to create a 

magic circle and then become surreal goddesses. In this way, this 

paper revealed that female characters in animation reflect the 

male-centered ideology of each culture according to the awareness of 

a reality and cultural paradigm.

Key Word : Female Character, Paradigm, Super Hero, Magical Girl, 

Id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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