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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즈니는 백년의 역사동안 의인화동물 캐릭터인 

미키마우스(Mickey Mouse, 1928)를 비롯하여 무수

히 많은 캐릭터들을 생산해왔다[1]. 최근 겨울왕국

(Frozen, 2013)의 주인공 엘사(Elsa)는 공주시리즈의 

새로운 신드룸을 일으켰다. 과거 디즈니사의 애니메

이션은 백설공주(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1937)를 시작으로 신데렐라(Cinderella,

1950), 잠자는 공주(Sleeping Beauty, 1959), 인어공

주(The Little Mermaid, 1989)등 많은 여성 캐릭터가 

작품 속에 메인으로 등장하였다. 디즈니는 유럽의 설

화를 토대로 애니메이션으로 재창조하였고 등장하

는 캐릭터는 상업적으로도 대성공하였다. 반면, 한국

의 경우 전래동화 및 설화들이 많으나, 전통적인 대

표 콘텐츠가 부재하다. 또한, 콘텐츠로 시각화된 한

국을 대표할 이미지를 가진 여성캐릭터가 없다. 과거 

넬슨 신(왕후심청, 2005)에 의해 ‘심청전’을 소재로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었으나 단발성으로 심청이의 

대표이미지를 각인시키지는 못하였다[14]. 반면, ‘백

설공주’는 그림형제에 의해 1812년에 동화책으로 먼

저 출간되었다. 애니메이션으로는 디즈니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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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라는 제목으로 개봉

되었다. 디즈니는 백설공주(Snow White)를 선두로 

많은 동화 속 여성캐릭터들을 시각화하여 표준형태

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현재, 디즈니의 여성 캐

릭터들은 시각적 이미지의 표준화된 대표브랜드로

서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다. 이는 애니메이션에 등장

한 캐릭터의 이미지 속성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독립된 캐릭

터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디즈니의 애니메이

션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는 많은 응용형태의 상품

으로 개발되었다. 디즈니는 미키마우스를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상품화를 시도하여 연관 산업

의 활성화와 대표이미지 확립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통 설화가 문화콘텐츠로 변용

가능 하도록 캐릭터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통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유형에 대한 특징을 고려

하고 시각적으로 접근해야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

럼 디지털콘텐츠에 응용가능하며 다양한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전통 설화 캐릭터의 현대적 변용에 대하

여 연구하였다. 그 대상으로 전통설화인 심청전을 모

티브로 내용을 각색하고 캐릭터의 시각화를 수행하

였다. 이는, 디지털콘텐츠개발을 위한 한국형 캐릭터 

제안하고자 함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의 

기본 이론이 되는 선행연구와 디즈니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여성캐릭터에서 표현된 캐릭터 원형을 고찰

하고 한국전통설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3장에서 

심청전을 모티브로 캐릭터의 시각화를 제안한다. 끝

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기존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

2.1 디즈니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여성캐릭터

애니메이션의 성공여부에는 치밀한 시나리오와 

캐릭터에 대한 몰입여부이다.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의 경우 동물이나 사물의 의인화된 캐

릭터들이 대부분이다[3]. 하지만 디즈니 애니메이션

의 경우 여성 캐릭터는 인간형 캐릭터임에도 불구하

고 전 세계적으로 정형화된 이미지의 각인을 성공하

였다. 최근 전미 지역과 국내의 흥행 돌풍을 몰고 있

는 “겨울왕국”(2013)에서 주인공인 ‘엘사’ 캐릭터가 

인기를 끌고 있고 관련제품의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

한 배경에는 스토리를 시각화하는 높은 기술력과 캐

릭터 마케팅에 있다. 캐릭터 마케팅 유형에는 기존의 

제품에 캐릭터만 삽입시키는 라이센싱(Licensing)

사업과 캐릭터의 성격과 컨셉에 맞는 제품으로 개발

하는 머천다이징 사업으로 해당 캐릭터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전략이다. 캐릭터는 기본적으

로 스토리와 배경을 지닌다. 그리고 설화나 민담등과 

같은 내러티브를 가지면 상품화 성공은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신데렐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1950년 디즈니에 의해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 

이후이다. 신데렐라의 대표적 이미지는 유리구두이

다. 그러나 이는 샤를 페로가 썼던 원작인 프랑스어 

‘성드리용 또는 작은 유리신(Cendrillon ou la petite

pantoufle de verre)’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번역상의 

오류로 '유리신(pantoufle de verre)'이 아니라 프랑

스식 고급 모피 신발, 즉 ‘가죽신(pantoufle de vair)’

을 의미한다.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verre(유리)

와 vair(가죽)이 헛갈려 유리(glass) 구두가 되었고 

그 이미지가 너무나 뛰어나 다시 출간된 프랑스어 

원작조차도 ‘유리신’으로 바뀌었다[9]. 그리고 현재,

신데렐라의 대표이미지가 되었다. 일본에서도 신데

렐라 이야기로 TV장편 시리즈가 NHK 타츠노코 프

로덕션에 의해 제작되었으나 주인공 신데렐라의 이

미지를 각인시키지는 못하였다. 안데르센의 ‘인어공

주’의 경우도 일본에서 제작되어진 애니메이션과 미

국에서 제작한 두 가지 버전의 애니메이션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디즈니에서 제작한 인어공주 ‘에

리얼’만 기억한다. 따라서 디즈니의 캐릭터 유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품화 전략에 성공한 

캐릭터들은 주인공을 필두로 역할에 적합한 시각화

와 캐릭터를 형성하고 있다.

2.2 캐릭터 원형에 따른 역할 유형

캐릭터(Character)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된다.

일반적인 의미는 성격이나 특징, 개성, 인격등을 말

한다[1,3]. 그러나 콘텐츠의 영역에서의 캐릭터의 의

미는 글로 표현된 속성을 시각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캐릭터는 대부분의 경우 스토리를 기반으로 설

정한다. 산리노의 ‘키티’의 경우와 같이 스토리를 기

반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캐릭터가 스

토리를 가지려고 한다면 기존의 설화나 민담에서 착

용하여야 한다. 모든 스토리는 신화, 민담, 꿈, 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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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편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몇 가지 구조상의 공

통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관점에서 살펴본 캐릭터의 의미는 글로 표현되어있

는 것을 시각화한 경우이다. 캐릭터는 애니메이션에

서 실제보다 과장되어 모든 이미지를 형상화 시키며 

기호화한다. 이를 토대로 애니메이션에서 표현되는 

캐릭터, 사물, 장소, 생각 등은 기호의 의미가 중첩되

어 표현된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으로 기호학적

인 분석이 유용하다고 하였다[4].

Greimas의 행위소 모델은 복잡한 서사구조의 스

토리를 분석하는데 빈번하게 활용되는 기호학적 분

석방법으로 다양한 서사구조를 지닌 기호를 명료한 

관계들로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Fig. 1에 의하면 행

위소 모델은 서사 구조를 이항 대립을 통해 해석한

다. 즉, 주체는 무엇인가 원하는 존재이고 대상은 원

해지는 존재이다. Greimas는 프롭의 민담형태론에 

기반하여 일반화하여 기능모델을 정립하였다. 프롭

은 ‘모티브’라는 서사 단위에 주목하여 연구하였다.

프롭은 인물과 수행기능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캐릭터 역할의 구조적 분석을 위해 프롭이 

제시한 인물과 수행 기능을 Greimas의 행위소 모델

과 Vogler의 캐릭터 원형의 관점에서도 살펴보았다.

이는, 스토리에서 캐릭터의 존재 의의나 기능을 이해

하는데 필수 도구이다. Vogler는 콘텐츠에 활용될 이

야기의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여  조셉캡

벨의 이론을 12단계의 스토리 구조로 변형하였다. 그

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은 조지 루카스의 스토리 

창작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캠벨의 논리를 스토

리텔링의 차원으로 실용화하였다. Vogler는 캡벨의 

3단계 원질신화 구조인 ‘출발->입문->귀환’의 구조

를 변형하여 3막 구조로 변형하고 단계별 요소도 생

략하거나 변형시켜 조정하였다[6].

본 연구에서는 Vogler의 스토리 구조에서 주인공

을 중심으로 공간적 배경을 구성하고자 한다. 다음으

로, Vogler의 캐릭터 원형의 내용을 분석하여 

Greimas의 행위소 모델에서 캐릭터의 역할을 설정

하고자 한다. 캐릭터 역할 분석을 위해 주체가 추구

하는 대상에 따라 변화하는 조력자와, 대립자 관계를 

살펴보고 Vogler의 캐릭터 원형에서 캐릭터의 기능

을 이해하고자 한다.

2.3 설화를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한국형 캐릭터 연구

‘심청전’은 우리나라 대표 고전으로 한글로 된 판

소리계 소설이다. 정확한 창작시기와 작가는 알 수 

없으나 80여종의 필사본 및 판각본, 활자본이 있는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특히, 한국인의 생활 모습과 

사회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와 세계관,

가치관 인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품으로 ‘심청전’

의 소설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외

국인에게 흥미를 줄 수 있다. 또한 주인공 심청의 효

에 대한 진술하는 내용 때문에 교육적 가치와 등장인

물 수가 많지 않고 소설의 구성도 난해하지 않기 때

문에 콘텐츠로 제작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심청전은 

태몽설화, 효행설화, 재생설화, 개안설화의 4가지 종

류의 컨셉을 가지고 있다. 심청이는 원래 선녀였다는 

태몽설화와 자식의 지성이 이적(異蹟)을 실행했다는 

효행설화, 그리고 심청이의 죽음(인당수)과 연꽃을 

매개로 한 재생설화, 아버지 심봉사(심학규)의 만남

Fig. 1. Greimas Actancial Model.

Table 1. Vogler’s Archetype

No Archetype Detail

1 Hero Someone who is willing to sacrifice his own needs on behalf of others

2 Mentor All the characters who teach and protect heroes and give them gifts

3 Threshold Guardian A menacing face to the hero, but if understood, they can be overcome

4 Herald A force that brings a new challenge to the hero

5 Shapeshifter Characters who change constantly from the hero's point of view

6 Shadow Character who represents the energy of the dark side

7 Trickster Embodies the energies of mischief and desire for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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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심봉사의 시력을 회복한 개안(開眼)설화를 가

진다. 이처럼 다양한 서사구조를 가진 심청전은 한국

의 대표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그

리고 심청전은 유니버설 발레단이 제작한 3막 4장의 

창작발레 ‘발레 심청’은 1986년 초연 이후 일본, 남아

프리카공화국, 대만, 러시아 등 10여 개국에서 26년 

동안 200회 이상 공연되었다 2012, 10월 프랑스 파리

에서 3700석을 가진 극장 팔레 데 콩그레스(Palais

des Congress)에서 유니버설발레단이 ‘발레 심청’ 공

연하여 화제가 되었다. 이를 통하여 한국전통과 세계 

보편적 코드의 결합으로 한국적 정서를 녹인 음악과 

안무, 독창적 의상과 무대로 호평을 받았다[15]. 심청

전은 세계인이 공감하는, 효(孝)의 키워드 강조하며 

한국의 깊이 있는 정신적 세계관을 가진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효(孝)와 휴머니티의 메시지를 담은 

스토리를 통하여 개념이 약한 서양인에게 숙연한 감

동을 선사하였다. 또한 한국 전통문화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장승과 도깨비를 재조명한 이들의 형상을 

연구하여 캐릭터로 발전시킨다면 다양한 한국전통

캐릭터의 확보가 기대된다[12]. 본 논문에서는 다양

한 콘텐츠로 원형역할이 가능한 ‘심청전’을 대상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공주 캐릭터를 분석하여 새로

운 심청전을 기획하고자 한다. 심청전의 캐릭터의 유

형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대표 캐릭

터 시각화를 위한 캐릭터 원형을 제안하려고 한다.

3. 설화를 모티브로 한국형 캐릭터 기획 및 제안

3.1 심청전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캐릭터 기획

본 장에서는 심청전에 기반으로 캐릭터 관계를 구

성하고 시각화하여 표현하였다. 심청전의 주인공 심

청을 모티브로 하여 ‘심청이의 모험(가제)’이라는 캐

릭터를 기획하였다. 주인공 심청이를 통하여 한국형 

대표 여성이미지로 시각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Vogler의 스토리 구조에서 주인공 

심청이의 3단계 공간구성을 하였다(Table 2). 주인공 

심청이는 각 공간에서 다양한 캐릭터와 만나며 모험

을 떠나는 여정으로 구성하였다. 1막은 ‘보통세계’로 

지상세계를 뜻한다. 심청이의 어린 시절을 표현한다.

2막은 ‘특별한 세계’로 인당수를 매개로 한 용궁세계

를 말한다. 그리고 3막은 또 다시 ‘보통 세계’로 지상

세계인 궁중생활을 말한다.

다음은 Vogler가 제시한 캐릭터 원형에 따른 ‘심

청이의 모험(가제)’ 캐릭터 기획에 따른 인물 설정이

다. Vogler의 원형 캐릭터의 본질 7가지 유형을 기준

으로 심청이의 모험의 캐릭터의 유형을 정리하였다.

영웅은 이야기의 주인공을 말한다. 정신적 스승은 영

웅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조력자의 역할이다. 관문

수호자의 경우 영웅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자이

다. 전령관은 영웅을 일상세계에서 모험의 세계로 유

혹하는 자이다 변신자재자의 경우 내면 혹은 외면의 

모습을 바꿔 영웅을 혼란에 빠뜨리는 자이며 그림자

는 영웅과 반대편의 악을 상징한다. 끝으로 장난꾸러

기의 경우 이야기 전반에 등장하여 희극적 분위기를 

이끄는 감초의 역할에 해당된다.

3.2 캐릭터 원형 모델에 의한 역할

본 장은 ‘심청이의 모험(가제)’에 등장하는 캐릭터

의 원형 모델에 의한 역할설계 과정이다. 캐릭터는 

원작인 4가지의 배경설화(태몽설화, 효행설화, 재생

설화, 개안설화)를 토대로 등장된 캐릭터(심청이, 심

학규, 뺑덕어멈)과 Vogler에서 제시한 캐릭터 변용

한 새로운 등장인물을 도입하였다. 이는 디즈니애니

메이션의 캐릭터 설정에 준하여 설계하였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인 인어공주의 경우 조력가에 해당하는 

조연 캐릭터가 등장하고 있고, 해학적이고 희극적인 

캐릭터가 등장한다. 본 연구에서도 인간의 형태가 아

닌 의인화동물 유형의 새로운 조력가인 캐릭터 도깨

비와 아기용 및 용궁세계에 등장하는 문어영의정 및 

백상아리 일당을 등장시켰다. 특히, 도깨비의 경우 

한국적 특색을 살려 장승과 같은 조형물을 캐릭터로 

설정 하였다. 이로 하여금 한국을 대표 캐릭터로 표

Table 2. Hero's Journey

Construction World Characteristic

Act 1 The Ordinary World The childhood of Shim Chung

Act 2 The Special World Indangsu(Palace of the Dragon King World)

Act 3 The Ordinary World Pa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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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안의 시각화를 시도하였다. Greimas의 행위소 모

델에서 나타난 캐릭터 역할 분석을 주인공 역할인 

발신자에 해당하는 심청이와 수신자, 조력자와, 대립

자 관계를 설정하였다.

3.2.1 영웅(Hero)유형 - 심청이 캐릭터 유형

본 장은 ‘심청이의 모험(가제)’에 등장하는 캐릭터

의 인물설정 과정이다. 먼저, 주인공 심청이의 캐릭

터는 적색과 황색을 기본으로 하였다(Table 3).

본 심청이 캐릭터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캐릭터로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면 희생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죽음 앞에 

의연함을 보여준다. Vogler가 제시한 영웅의 다양한 

유형은 첫째, 자발적 영웅 이거나 비자발적 영웅

(Willing and Unwilling heros)의 유형이 있다. 둘째,

영웅이 반대 캐릭터가 아닌 영웅의 한 종류로 반 영

웅(Anti hero)캐릭터가 있다. 집단 지향의 영웅

(Group oriented heroes), 고독한 영웅(Loner her-

oes), 촉매제로서의 영웅(Catalyst heroes)의 유형이 

있다. 본 연구에서 심청이 캐릭터는 자발적인 영웅에 

해당한다.

3.2.2 정신적 스승(Mentor) 캐릭터 유형

본 장은 본 연구에서 정신적 스승의 캐릭터로는 

사또, 어릴 때부터 친구인 용식, 그리고 왕자가 있다.

정신적 스승으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영웅에게 가

르침을 주는 가르침의 역할, 고전신화에서 표현된 영

웅에게 마법의 거울과 같은 신비한 능력을 선사하는 

‘권능의 부여’, ‘동기부여’, 어떤 정보나 소도구를 심

어놓는 ‘심기’가 있다. Vogler가 제시한 스승의 종류

에는 Dark Mentors, Fallen Mentors, Continuing

Mentors, Multiiple Mentors, Comic Mentors, Flex-

ibility of The Mentor Archetype, Inner Mentors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스승으로 각각의 역할을 살

펴보면 사또는 Inner Mentors로써 가르침을 주며, 용

식이는 Comic Mentors로 심기의 역할이며 용왕은 

동기부여를 한다(Table 4).

3.2.3 관문수호자(Threshold Guardian) 캐릭터 유형

다음은 관문수호자 캐릭터의 표현이다. 관문수호

자의 원형은 위협적인 형태이기도 하고 협력자가 되

기도 한다. 관문 수호자는 영웅과 대립되는 캐릭터가 

아니며 악한의 심복이거나 중립적 인물이거나 숨은 

조력자일수도 있다(Table 5). 본 연구의 캐릭터 원형

에서는 심봉사의 경우는 시련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왕자도 심청이의 시련의 주체로써 모험의 

동기를 제공한다.

3.2.4 전령관 (Herald) 캐릭터 유형

Table 3. Type of Hero

No Archetype
Visualization

of character
Role

1 Willing Subject

Table 4. Type of Mentor

No Archetype
Visualization

of character
Role

1
Inner

Mentors
Helper

2
Comic

Mentors
Helper

3

Flexibility of

The Mentor

Archetype

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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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령관 (Herald) 캐릭터 유형이다. 전령관

은 소식을 전하는 캐릭터로 영웅에게 동기를 부여하

며 직접적으로 모험과 도전을 요구한다. 전령관의 등

장을 통해 영웅에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영웅을 행동하게 하는 캐릭터이다. 청나라 

선장의 경우 직접적으로 심청이를 용궁의 세계로 이

끄는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Table 6).

3.2.5 변신자재자(Shapeshifter) 캐릭터 유형

위의 표(Table 7)에서 제시한 2가지 유형의 캐릭

터는 변신자재자이다. 이는 모호하며 한마디로 정의

하기 어려운 변화무상한 캐릭터이다. 특히, 뺑덕어멈

은 우유부단하여 영웅이 판단함에 있어서 모호함을 

주며 삼월은 주인공을 부추여서 모험의 여정으로 인

도하는 유형의 캐릭터이다. 특히, 필요에 맞게 행동

이 변화하는 캐릭터로 구현된다.

3.2.6 그림자(Shadow) 캐릭터 유형

그림자의 원형은 사물의 어두운 면과 이루지 못함

을 대표한다. 따라서 영웅과 주된 대립자 역할을 하

며 영웅을 파멸로 몰아가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

Table 5. Type of Threshold Guardian

No Archetype
Visualization

of character
Role

1
Threshold

Guardian

Subject

trials

2
Threshold

Guardian

Associate

helpers

Table 6. Type of Herald

No Archetype
Visualization

of character
Role

1 Herald Antagonist

2 Herald
Subject

trials

Table 7. Type of Shapeshifter

No Archetype
Visualization

of character
Role

1 Shapeshifter Antagonist

2 Shapeshifter Antagonist

Fig. 3. Type of Sha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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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적대자의 역할로 백상아리 일당들을 캐릭터 유

형으로 설계하였다. 각각 상어, 오징어, 문어 등과 같

은 어류를 의인화해서 기획하였다(Fig. 3).

3.2.7 장난꾸러기(Trickster) 캐릭터 유형

장난꾸러기의 원형은 감초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

며 핵심적인 조연의 역할과 극중 긴장을 풀어주거나 

스토리를 위기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영웅이

나 그림자를 위해 일하는 하인이나 조력자일 수 있으

며 독립된 행위자로 긴장완화역할을 한다. 특히, 다

양한 캐릭터로 표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학을 선사

하는 장승과 도깨비 및 용을 모티브로 설계하였다

(Fig. 4).

3.3 한국대표 캐릭터 시각화를 위한 역할별 원형 모델

제안

본 장은 ‘심청이의 모험(가제)’을 통해 한국대표 

캐릭터 시각화를 위한 역할별 원형 모델 제안하였다.

3막 구조로 설정하였다. 1막은 심청이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보통의 세계와 2막은 용궁에서의 모험을 

중심으로 한 특별한 세계이며 3막은 다시 보통의 세

계로 돌아오는 것으로 여정을 설정하였다(Fig. 5).

Vogler에서 제시한 캐릭터 변용한 새로운 등장인

물을 도입하였다. 인간의 형태가 아닌 의인화동물 유

형의 새로운 조력가인 캐릭터 도깨비와 아기용 및 

용궁세계에 등장하는 문어영의정 및 백상아리 일당

을 등장시켰다. 특히, 도깨비의 경우 한국적 특색을 

살려 장승과 같은 조형물을 캐릭터로 설정 하였다.

이로 하여금 한국형 캐릭터로 시각화를 시도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캐릭터 개발을 위하여 디즈

니 애니메이션에서 여성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을 

고찰하고, 한국고전소설 ‘심청전(태몽설화, 효행설

화, 재생설화, 개안설화)’을 모티브로 한국형 캐릭터

의 역할을 설계하여 시각화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

여 심청이(가제: 심청이의 모험)를 중심으로 각 각의 

캐릭터를 기획하고 Vogler의 스토리 구조에서 주인

공 심청이의 공간적 배경을 3단계로 공간구성을 시

도 하였다. 심청이의 모험(가제)’에 등장하는 캐릭터

의 인물설정은 Vogler의 원형 캐릭터의 본질 7가지 

유형에 캐릭터의 역할을 대입하고 Greimas의 행위

소 모델을 통해 성격을 분석하여 심청이를 중심으로 

각 캐릭터의 역할별 원형 모델을 시각화 하였다. 이

는 전통설화를 토대로 한 한국대표 캐릭터의 시각화

를 위한 방향제시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적 특색

을 살린 한국형 캐릭터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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