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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애니메이션은 영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매체들 

중 하나이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애니메이션 내

부에 존치되며 내러티브를 이끄는 중심적인 장치로

서 배우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서 매체의 수용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캐릭터

(character)는 관객들로부터 선호도를 결정하는 주

요 요소로 작용한다. 성례아(2012)의 논문 “장편 애

니메이션의 재미요소와 관객의 심리적 재미에 대한 

상관관계”에서 스토리 요소와 이미지의 요소가 재

미요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움직임 요소

나 사운드 요소나 심리적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1].

그리고 신재희, 정수진(2002)의 논문 “캐릭터 애니

메이션의 표현 유형에 관한 연구”에서 캐릭터 애니

메이션은 친근감, 재미, 독창성, 생동감 같은 본질로 

인해 소비자들이 거부감 없이 관심과 애정을 주는 

존재라고 언급하였다[2]. 즉 캐릭터는 이미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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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미요소이고 친근감을 제공하는데 특히 관객들

에게 의인화(personification)된 생명체적 존재로서 

인식되어 움직이고 말하고 노래하며 표정과 연기를 

통해 감정과 성격을 표출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감

정이입과 동일시로 친밀성(intimacy)을 형성하게 

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친밀성은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적 측면과 아울러 소비적 측면에서 

애니메이션의 관람이나 캐릭터 상품의 구매나 테마

파크의 방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다양한 애니메이션 학문의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캐릭터에 대한 친밀성을 심인적 

효과로 “캐릭터는 친밀하다”라고 전제하고 의인화

적 측면으로 나타내어 단순히 직관적인 판단과 일

반화를 이루어 체계적인 연구의 성과가 미진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캐릭터 연구에서 

캐릭터는 관객과 친밀성을 지닌 존재라고 전제하고 

친밀성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은 존재하

지 않고 있지만 이미희와 조동민(2011)은 애니메이

션의 친밀도를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대인관계의 

거리로서 타인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친밀성의 요소

를 감정이입과 욕구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실제적인 행위에 대한 결과론적 측면에서 

캐릭터와 수용자의 접촉으로 소비적 측면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캐릭터의 친밀성의 이론적 

체계를 통해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람이나 캐릭터상

품의 구매나 테마파크의 방문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초적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서 친화작용에 의한 친밀성의 

연구이다.

1.2 연구내용과 방법
본고에서는 친화작용에 의한 친밀성에 대해 문헌 

연구를 통하여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실시한다. 1단계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대해 관객

들이 애니메이션의 관람이나 재관람과 캐릭터 상품

의 구매나 재구매와 테마파크의 방문과 재방문으로 

캐릭터의 소비적 측면에서 친밀성에 대해 결과적 

행위의 형태로 파악하고 이를 요소화하여 체계화한

다. 그러므로 백희라(1998)의 연구 내용을 근거하여 

소비적 측면에서 친밀성의 세 가지 요소를 1)관람 

2)구매 3)방문으로 추출하여 제시한다. 2단계는 애

니메이션 캐릭터가 친화작용에 의해 친밀성에 영향

을 미치게 되므로 캐릭터와 수용자의 인간관계적 

측면에서 고려하여 친밀성의 유형과 정도를 친화와 

관련된 애정(attraction) 즉 사랑(love)으로 확인해 

본다. 그러므로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Robert

Sternberg, 1986)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triangular

theory of love)에 친밀성의 요소를 적용하여 새로

운 분석방법을 시도한다. 스턴버그에 의해 사랑의 

삼각형의 세 가지 요소인 1)열정(passion), 2)친밀

감(intimacy), 3)결심/헌신(decision/ commitment)

을 재조합한 8가지 유형을 제시하였으므로 여기에 

캐릭터의 친밀성의 세 가지 요소를 적용하여 친밀

성의 유형을 8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기반으로 완전

성에 따라 분석하여 친밀성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다. 나아가 친밀성의 정도를 상대적 개념으로 상.중.

하로 구분하여 나타낸다. 본고에서 친밀성과 친밀

감에 대한 용어를 변별적으로 정의한다. 친밀성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대한 관객의 친숙함의 성질이

나 내용이고, 친밀감은 스턴버그의 사랑의 대상에 

대한 친근한 정서적 느낌을 표시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애니메이션과 캐릭터의 개요와 특징

애니메이션(animation)의 어원은 ‘영혼, 정신, 생

명’을 뜻하며 라틴어로 ‘anima’이다. 애니메이션은 

재현도구의 발달로 움직임이 없는 정지된 물체를 

여러 번에 걸쳐 연속촬영하거나 기타 영상적인 수

법을 이용하여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눈의 착

각을 일으키는 기술을 의미하게 되었다[3]. 애니메

이션은 움직이는 장면의 제작을 위해, 그림이나 실

물이나 3D CG로 만들어진 정적 이미지를 1프레임

(frame)씩 촬영하고 1초당 24프레임(frame)씩 재현

하는 상영 도구를 활용하면 착시(optical illusion)와 

잔상효과(persistence of vision)를 통해 동적 이미

지를 구현한다. 캐릭터란 영화, 연극, 만화, 소설 등

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성 및 개성을 의미한다[4].

애니메이션에서 구현되는 캐릭터는 의인화되므로

서 움직임을 통해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될 수 있

으므로 표정이나 연기로 감정과 성격을 표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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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배역을 소화해내어 의미를 전달하는 매체가 

된다. 그러므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제작은 실사

영화에서 실제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과 같다[5]. 영

화나 연극에서 배우는 주로 사람이지만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애니메이터가 상상력을 통해 창조한 무궁

무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동물, 식물, 사물, 상상물로 

복합적인 시각 이미지를 그리거나 사진을 촬영하거

나 클레이, 인형 등으로 만들어 캐릭터화한다. 이것

은 애니메이션의 특징 중 하나인 과장적 기법을 사

용하여 표현[6]하기 때문이다.

2.2 친화작용과 친밀성의 요소
심리학적 근거를 통해 친화작용에 대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파악해본다. 친화의 사전적 의미는 “사

이좋게 잘 어울림”이다[7]. 친화작용은 “사이좋게 

잘 어울리게 하거나 영향을 미친다.”이다. 애니메이

션 캐릭터에 대한 친화작용은 수용자가 캐릭터를 

친근하게 인식하여 친근한 작용으로 친밀성에 영향

을 미친다. 이미희와 조동민(2011)의 논문 “애니메

이션 캐릭터의 친밀성이 아동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에서 애니메이션의 친밀도에 대해 사회심

리학적 측면에서 대인관계의 거리를 타인간의 상호

관계로 하여 친밀성의 요소를 감정이입과 욕구에 

따라 1)근접성 2)유사성 3)친숙성 4)호의성으로 구

분하여 친밀도를 표시한다[8]. 따라서 본고에서는 

캐릭터를 소비하는 실제적인 행위에 대한 캐릭터와 

수용자의 접촉의 결과론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친밀

성의 요소를 관람, 구매, 방문으로 구분하고 분석한

다. 이를 위하여 친밀성에 대해 캐릭터 수용자의 소

비적 태도를 유형화하고 정도화한다. 그러므로 예

를 들어 단순히 캐릭터를 정서적으로 좋아하기만 

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와 더불

어 지속적인 의사가 없는 경우에서부터 실제로 좋

아도 하고 관람이나 구매나 방문도 이루어지고 결

심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충성도를 보이는 수용자 

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2.3 스턴버그의 사랑의 이론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친화작용에 의해 친밀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캐릭터와 수용자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적 측면을 고려해 친밀성의 유형과 정도를 

친화와 관련된 애정 즉 사랑으로 파악해 본다. 그러

므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관련된 친밀성의 요소를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의 삼각형 이론의 세 가

지 요소로 분석해 본다. 스턴버그는 사랑의 화학반

응이 ‘열정-친밀감-결심/헌신’의 순서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사랑의 세 가

지 구성요소로 열정, 친밀감, 결심/헌신을 들고 있

다. 열정은 동기적 요소(motivational component),

친밀감은 정서적 요소(emotional component), 결심

/헌신은 인지적 요소(cognitive component)이다.

각 요소는 삼각형의 세 꼭지점으로 간주된다[9]. 아

래 Fig. 1은 스턴버그의 삼각형의 균형적 사랑에 대

해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스턴버그에 의한 사랑 이론에서 세 가지 

요소인 열정과 친밀감과 결심/헌신들을 재조합하

여 8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류적 근거

(the base of taxonomy)를 삼았다. 다음은 스턴버그

의 8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1. 좋아함: 친밀감만 있는 경우, 친구사이의 우정 

같은 것, 가까움과 따뜻함을 느끼는 상태이다. 2. 도

취성 사랑: 열정만 있는 경우, 짝사랑과 같은 상태,

서로 말 한 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친밀감, 결심/

헌신행위는 없다. 3. 공허한 사랑: 결심/헌신만 있는 

경우, 공허한 사랑, 사랑 없이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

의 경우이다. 4. 낭만적 사랑: 열정과 친밀감만 있는 

경우, 휴가나 여행지에서의 뜨거운 사랑, 미래에 대

한 약속, 확신은 없다. 5. 우애적 사랑: 열정과 결심/

헌신만 있는 경우, 헐리우드식 사랑, 친밀감이 형성

되지 못했으므로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6. 얼빠진 

사랑: 친밀감과 헌신만 있는 경우, 오랜 결혼생활을 

Fig. 1. The balance of love with Sternberg's triangular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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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부의 경우, 열정이 없거나 식어버린 사랑이다.

7. 완전한 사랑: 친밀감, 열정, 결심/헌신 모두 갖춘 

완벽하고 이상적인 사랑이다. 8. 비사랑: 세 요소를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관계는 사랑이라 할 수 없다

[10].

3. 친밀성의 이론화 제안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친화작용으로 관객과의 친

밀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인간관계적 측

면에서 애정 즉 사랑의 체계를 응용할 수 있다. 따라

서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의 사랑의 이론으로 

친밀성의 요소를 적용해서 친밀성의 유형과 정도를 

파악하는 새로운 분석방법을 시도한다.

3.1 친밀성의 요소
친밀성은 정서적인 측면과 행위적 측면으로 구분

이 가능하다. 캐릭터에 대한 실제로 발생하는 구체

적인 행위를 유형화와 정도화하기 위해서는 후자의 

측면으로 친밀성에 접근해야만 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수용자에 대해 접촉의 개념으로 소비적 

측면에서 극장이나 모바일 등으로 영상물로 관람과 

재관람하거나, 다양하게 만들어진 문구류나 피규어

(figure) 캐릭터 상품의 구매와 재구매하거나, 캐릭

터를 주제로 제작된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를 

방문과 재방문하는 것이므로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대한 친밀성의 요소가 파악된다. 즉 결과적 행위의 

형태로 인식하여 친밀성의 요소를 1)관람 2)구매 3)

방문으로 추출하여 체계화한다. 백희라(1998)의 논

문 “롱 셀러(Long Seller) 상품개발을 위한 캐릭터 

이미지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캐릭터 산업의 매체

를 테마 파크, 애니메이션(동영상), 팬시상품으로 

구분하여 소비자에게 매체화되어 접촉한다[11]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다.

3.2 친밀성의 유형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대한 친화작용을 통한 친밀

성의 연구를 위하여 유형을 체계화한다. 1유형은 열

정으로 열정만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관람이나 구매

나 방문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기적 요소만이 존

재한다. 2유형은 친밀감으로 친밀감만 있으므로 애

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좋아하는 정서적 

요소만이 존재한다. 3유형은 결심/헌신으로 결심/

헌신만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애니메이션

의 재관람이나 캐릭터 상품의 재구매나 테마파크 

재방문 등을 하려는 마음으로 인지적 요소만이 존

재한다.

4유형은 열정과 친밀감으로 열정과 친밀감이 결

합되어 실질적으로 관람이나 구매나 방문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좋아하는 정서적

인 마음도 소유한다. 5유형은 친밀감과 결심/헌신

으로 친밀감과 결심/헌신이 결합되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정서적으로 좋아하는 마음과 향후에도 지

속적으로 애니메이션의 재관람이나 캐릭터 상품의 

재구매나 테마파크 재방문 등을 하려는 마음을 지

닌다. 6유형은 결심/헌신과 열정으로 결심/헌신과 

열정이 결합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애니메이션

의 재관람이나 캐릭터 상품의 재구매나 테마파크 

재방문 등을 하고,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의 관람

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의 구매나 테마파크 

방문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다.

7유형은 열정과 친밀감과 결심/헌신으로 열정과 

친밀감과 결심/헌신이 모두 결합되어 있다. 실질적

으로 관람이나 구매나 방문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정서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애니메이션의 재관람

이나 캐릭터 상품의 재구매나 테마파크 재방문 등

을 한다. 마지막으로 8유형은 모든 사랑의 요소들이 

부재로서 애니메이션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관

심이 없고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1.2.3유형은 

불완전한 친밀성을 나타내고 4.5.6유형도 불완전한 

친밀성을 나타낸다. 7유형은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 

완전한 친밀성을 나타내며, 반면에 8유형은 친밀성

이 존재하지 않는다.

3.3 친밀성의 정도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대한 친밀성의 정도를 구분

한다. 즉 상.중.하의 상대적 개념으로 하위적 체계를 

형성하여 구조화한다. 친밀성 이론을 바탕으로 제

시되는 1.2.3.4.5.6.7유형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대

한 친밀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상.중.하의 개념으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8유형은 친밀성이 부존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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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다. 따라서 1.2.3유형의 친밀성 정도는 하(下)이

고, 4.5.6유형은 중(中)이고, 마지막 7유형은 상(上)

이다. 연구 결과로 완전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친

밀성의 형성을 위해서는 열정, 친밀감, 결심/헌신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요구된다. 아래 Table 1은 스턴

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근거해 친밀성의 유

형을 완전성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친밀성의 존재여

부와 정도를 표시하였다.

Table 1. The intimacy type and degree for animation 
character

Intimacy

Type Existence Completion Degree

1.2.3

Existence
Uncompleted

Low

4.5.6 Average

7 Completed High

8 Nonexistence Nothing None

4. 결  론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친화작용을 바탕

으로 친밀성 형성을 요소와 유형과 정도로 체계화

하여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친밀성의 요소를 추

출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수용자에 대해 

접촉의 개념으로 소비적 측면에서 애니메이션의 관

람과 캐릭터 상품의 구매와 테마파크의 방문을 결

과적 행위의 형태로 인식하고 친밀성의 요소로 체

계화하였다. 1)관람 2)구매 3)방문의 세 가지로 구

분하고 백희라(1998)의 연구에서 제시한 소비자와

의 접촉과 관련한 내용을 근거로 나타내었다. 애니

메이션 캐릭터가 친화작용에 의해 친밀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캐릭터와 수용자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적 

측면을 애정 즉 사랑의 개념으로 친밀성의 유형과 

정도를 친화와 관련하여 파악하였다. 친밀성의 유

형화를 위해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의 사랑의 

이론을 응용하여 새로운 분석방법을 시도하였다.

즉 스턴버그에 의해 사랑의 세 가지 요소인, 1)열정 

2)친밀감 3)결심/헌신을 재조합하여 8가지로 제시

한 유형에 친밀성의 요소인 관람, 구매, 방문을 적용

하여 새롭게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완정성의 개

념으로 분석하였고 정도를 상대적 개념으로 구분해 

나타내었다.

연구의 결과는 1.2.3유형의 친밀성은 불완전하며 

친밀성의 정도는 하(下)이었고, 4.5.6유형의 친밀성

도 불완전하며 친밀성의 정도는 중(中)이었고, 7유

형의 친밀성은 완전하며 친밀성의 정도는 상(上)이

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유형의 친밀성은 무(無)

이고 친밀성의 정도도 무(無)로 친밀성이 전혀 없었

다. 1.2.3.4.5.6.7유형은 친밀성이 존재하였고, 8유형

은 친밀성이 부존재하였다. 따라서 애니메이션 캐

릭터의 친밀성의 형성을 위해 열정, 친밀감, 결심/헌

신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요구된다는 것이 밝혀졌

었다.

본고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에 대한 친밀성의 이

론적 접근만 이루어졌으므로 실제적인 제작과 관련

된 연구가 이어져야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

한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대해 애커와 데이비스

(Acker & Davis, 1992)의 연구에서는 사랑의 삼각

형의 존재는 확인하였으나 지속 기간이 정확히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편적 해답을 제시

하지 못하는[12]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속 

기간에 대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

이다. 향후 연구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친밀성

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활용하여 관객이 선호하

는 캐릭터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제작하는 연구

와 아울러 지속 시간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자 한

다. 본 연구를 통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넘어 다양

한 종류의 캐릭터 이미지 즉 게임, 홍보, 테마 파크,

상품, 기업 이미지, 행사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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