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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성의 시각인지요소를 통한 캐릭터 분석 -3D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와 <미니언즈>의 캐릭터를 중심으로-1)

I. 서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II. 이론적 배경
1. 용어의 개념
2. 조형성의 구성요소, 구성원리와 시각인지요소
III. 캐릭터의 조형성 연구
1. 형태
2. 색채
3. 질감
4. 명암과 공간
IV. 종합적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김혜성

초 록

애니메이션은 대중의 관심과 인기로 대중문화를 선도하고 문화산업으로서의 가

치가 충분히 예견되었다. 현재 애니메이션의 동향은 2D 애니메이션을 주축으로 이

루어지던 제작이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의 혁신적인 변화로, 1990년대에 

3D 애니메이션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확고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3D 애니메이션의 연구는 영화와 공유하는 영역과 디자인 영역과 공유하는 영역

을 모두 융합하면서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캐릭터 디자인 

영역에서도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조형성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원론적인 이론에 접근하여 쉽게 이해되고 변화하는 조형성 혹은 디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논리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관객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5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극장용 애니메이션 중에 <인사이

드 아웃(Inside Out)>과 <미니언즈(Minions)>의 캐릭터를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기존의 연구 오류나 부족한 점을 재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연구에 적용할 조형성의 이론과 논리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틀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 즉 관객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인지하는지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관객

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론적인 검토를 통해 원인과 이유를 찾고자 하였다.

주제어 : 3D 애니메이션, 캐릭터, 조형성, 인사이드 아웃, 미니언즈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평택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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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영상문화는 물론 대중문화에서도 3D 애니메이션은 중요한 역할

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D 애니메이션은 컴퓨터 기술과 미디

어의 확대로 새로운 첨단 영상의 축을 이루고, 대중에게는 애니

메이션 제작을 활용한 용이한 영상물 제작 등으로 인기를 얻으면

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였다. 또한, 애니메이션 산업을 살펴보

더라도 OSMU의 상품으로 문화 할인율이 낮으며, 다양한 인프라 

라인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다른 문화산업 분야

보다 경쟁력이 있다. 특히 3D 애니메이션은 기존의 2D 애니메이

션은 물론 디지털 영화와 디자인 영역을 융합하면서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연구는 영화와 같은 카테고리로 묶여 서사구조와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성격 유형의 분석이 이루어진다. 

캐릭터의 경우는 디자인 영역으로써 캐릭터 디자인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경우도 많다.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는 그 영상에서 드러

나는 성격이나 스토리라인을 벗어나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하

지만 다양한 각도로 조사·연구함으로써 애니메이션에서 서사를 

이끌어가고 지속적인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인인 캐릭터를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캐릭터의 디

자인을 위한 조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조형성을 적용하여 평가할 때에 시지각(visual  

perception)과 생태학적 지각작용 등을 배제하고 정확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릭터 디자인

의 원론적인 이해와 기초적인 문제를 알아본다면, 문제 해결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다양한 조형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여 현재 애니

메이션 혹은 3D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

는 범주를 살펴보고 규정하는 것이 이 논문의 첫 번째 연구문제

이다. 두 번째로는 연구와 조사를 통한 조형의 구성요소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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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요소를 통하여 2015년도에 가장 인기 있었던 두 개의 애니메

이션 <인사이드 아웃(Inside Out), 2015>와 <미니언즈(Minions), 

2015>의 캐릭터 디자인의 조형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관객의 입장에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의 조형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원인과 이유를 살펴본다.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사이드 아웃>과 <미니언즈> 애니메이션에 등

장하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작품들은 영화진흥위

원회 KOFIC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공식 자료를 통해 2015년 

국내 개봉 애니메이션 흥행에서 1위와 3위를 순위 한 애니메이션

이다(2위는 <빅 히어로, Big Hero 6, 2014>이며 <인사이드 아웃>

과 제작사가 같고 2014년에 제작되어 국내에서 2015년 1월에 개

봉한 애니메이션이므로 제외하였다).

<인사이드 아웃>의 픽사(Pixar)의 15번째 장편애니메이션이다. 

픽사가 제작하는 3D 애니메이션은 항상 인기를 끌고 어린이와 어

른을 막론하고 항상 사랑을 받았다. 이러한 인기는 애니메이션계

에서 스타일을 선도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인사이드 아웃>은 캐릭터를 통해 인간의 심리학 분야를 흥미롭

게 다룸으로 성인 관객에게 인기를 끌면서 ‘힐링 애니메이션’

이라고 평가되었다. <인사이드 아웃>은 소녀 라일리의 머릿속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일하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으로 이루어진 다섯 캐릭터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빙봉’의 

모험을 그렸다. 라일리의 감정을 대변하는 주인공들은 고유의 색

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는데, ‘기쁨’은 노랑, ‘슬픔’은 파랑, 

‘버럭’은 빨강, ‘까칠’은 초록, ‘소심’은 보라색이다. 라

일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섯 감정 캐릭터들이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사랑과 우정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미니언즈>은   NBC 유니버설(NBC Universal)의 자회사인 일루

미네이션 엔터테이먼트(Illumination Entertainment)에서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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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슈퍼배드 1, 2(Despicable Me 1, 2)>의 후속편이라

고 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스핀오프 작품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미니언즈의 탄생을 기록 애니메이션이다. 

미니언즈는 태생적으로 누군가를 대장(boss)을 섬기는 외계인이

며, 최고의 슈퍼 악당(스칼렛 오버킬)을 대장으로 삼기 위해서 

세 캐릭터(케빈, 스튜어트, 밥)가 모험을 떠나는 내용이다. 특히 

스핀오프 작품은 이미 흥행에 성공하여 검증된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인 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캐릭터 디자

인뿐만 아니라 스토리의 전개와 캐릭터의 성격 및 행동은 물론 

음성까지도 파악해야만 할 것이다. 조형성의 경우도 관객의 심리

적·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까지도 파악되

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경우를 배제하고 캐릭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원론적인 조형성에 관련된 특성을 파악한다면, 애

니메이션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각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단순히 조형성을 파악하는 것

이 아니라 관객이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 알아보는 과정을 

통하여 캐릭터 디자인의 이해와 이를 활용한 문화산업에 새로운 

활로의 기반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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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절차

조형성의 시각인지요소를 추출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메일과 면접을 통하여 피드백을 받았다. 그 후 <인

사이드 아웃>과 <미니언즈>의 캐릭터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

와 심층면접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 두 애니메이션은 전체관람가

로 전 나이를 대상으로 한만큼 다양한 연령의 20명에게 2015년 

12월 27부터 2016년 1월 16일 동안 개방형 설문을 통해 자유롭게 

견해를 들을 수 있었으며, 9명은 심층면접을 통해 상호 소통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심층면접은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거나 통계

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들

을 수 있어, 그동안 간과하여 흘려보냈던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본문의 도표 내용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된 단

어의 순서대로 기재했으며, 비슷한 의미의 표현은 같은 단어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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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현직 전문분야

1 B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조교수 애니메이션

2 디자인 OO, 디자인 실장 멀티미디어

3 K대학교, 콘텐츠디자인학과 부교수 3D 애니메이션

표 1. 전문가 패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명수 7명 5명 8명 1명

표 2.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참여자

II. 이론적 배경

1. 용어의 개념

본 연구는 2014년 「만화애니메이션연구」 제36호의 논문2)에서 

연구된 이론과 논리를 보완·수정하였으며 추가적인 부분만 기재

하였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조형이란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을 만듦’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형’

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사용하는 사

람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술가들이 말하는 조형은 

조각 작품과 같은 입체적인 작품을 의미하며, 디자인 영역에서는 

‘기초 조형’ 혹은 ‘조형성’에 관련 된 것으로 디자인 혹은 

디자인의 기초 요소 등을 의미한다. 『디자인사전』에서는 조형

(Gestaltung)이란 점, 선, 면, 색, 빛, 공간, 시간 등의 여러 요

소와 여러 가지 재질을 이용하여 촉각적이거나 시각적, 혹은 역

학적으로 2차원과 3차원의 공간 안에서 자율적이며 창조적으로 

2) 김혜성,「3D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조형성 연구-<겨울왕국> 캐릭터를 중심으로 

조형의 구성요소와 원리를 통한 시각인지요소에 관한 연구-」, 『만화애니메

이션연구』, 통권 제36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4, p.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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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shape)이나 형태(form)를 조직화하는 것으로 설명한다.3) 형과 

형태로 말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개념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으

로 인간이 아름다움이나 그 용도에 맞게 추구하는 결과물을 뜻하

는 경우를 의미한다.

조형(造形)이란 단어의 뜻을 직역하면 ‘모양이나 꼴을 만들

다’이며, 영어로 ‘mould, shape, model’로 번역할 수 있을 것

이다. 조형예술의 경우 ‘plastic arts’ 혹은   ‘formative 

arts’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독어의 경우는 조형은

‘Gestaltung’로, 조소 혹은 조각 작품과 같은 조형예술은 

‘Plastik(plastische Kuns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외국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그 의미의 차이를 보

여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번역서를 

살펴보았다. 데이비드 A.라우어 스티븐 펜탁의 『Design Basic』

은 이대일이 『조형의 원리』로, B.클라인트의 『BildLehre. 

Elemente und Ordnung der sichtbaren Welt』 는 오근재가 『인

간의 시각 조형의 발견』으로 번역하였다. 

여기서 가장 혼동되는 부분은 ‘조형성’이다.  국립국어원에

서는 ‘조형성’이란 조형 예술의 작품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의

미한다고 풀이한다. 하지만 조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예술적 

가치라고 말하기에는 수많은 논문4)을 살펴본 결과 적합하지 않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논문의 경우에서는 대부분 기본적인 디

자인의 요소 혹은 이미지를 이루는 요소, 형태나 색채로 이루어

진 것 등으로 표현되었다. 특정 단어나 용어를 명확하게 의미하

거나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 연구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조형성을 ‘디자인의 기본 요소(basic element of design)’혹은 

‘디자인’의 의미로 사용하며, ‘조형성’이라는 단어가 익숙하

고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음은 다양한 연구자들의 조형과 조형성의 범주와 규정에 관

련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도표이다.

3) 조영제‧권명광‧안상수‧이순종, 『디자인사전』, 안그라픽스, 2000, p.68.

4) 참고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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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형의 범주

W. 칸딘스키5) 운동, 형태(점‧선‧면), 색채

자크 오몽6) 
조형의 범주를 요소(색깔, 텍스처), 구조(형태), 

구조화(구성)

마르틴 졸리7) 색, 형태, 구성, 질감

폴 마틴 

레스터8)
색, 형태, 깊이, 운동

B. 클라인트9)
색채, 형식(점, 선, 면), 질서(배치, 배열, 구조), 

형성(공간, 운동, 표현)

우시우스 웡10)

시각적 요소-형상, 크기, 색채, 질감

상관적 요소- 형태, 방향, 반복, 구조, 유사, 점층, 

방사, 변칙, 대조, 집중, 질감, 공간

A. 라우어11)
통일성, 강조, 균형, 비례, 리듬, 선, 형, 텍스처, 

공간, 동세, 명도, 색

윤민희12)

조형의 구성 요소-점‧선‧면, 형태와 공간, 

재질‧색채‧빛‧소리

조형의 구성 원리-반복‧비례‧변화‧균형‧대비‧리듬‧조화

한석우13)

조형의 구성인자-비례, 통일과 강조, 조화와 대비, 

율동과 계조, 반복과 균형

형태-구상적 형태, 추상적 형태, 이념적 형태

형태의 개념 요소-점, 선, 면, 입체

표 3. 조형성에 관한 이론, 재구성

조형의 범주나 조형성의 요소 및 원리를 규정하기는 어렵다. 

5) W. 칸딘스키, 차봉희 옮김, 점‧선‧면 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열화

당, 2000.

6) 자크 오몽, 오정민 옮김, 『이마주』, 동문선, 2006.

7) 마르틴 졸리, 김동윤 옮김, 『영상 이미지 읽기』, 문예출판사, 1999.

8) 폴 마틴 레스터, 임영호 옮김, 『영상 커뮤니케이션』, 청문각, 2006.

9) B.클라인트, 오근재 옮김, 『인간의 시각 조형의 발견』, 미진사, 2001.

10)우시우스 윙, 최길력 옮김, 『디자인과 형태론』, 국제, 1999.

11)A.라우어, 이대일 옮김, 『조형의 원리』, 예경, 2001.

12)윤민희, 『새로운 조형예술의 이해』, 예경, 2008.

13)한석우, 『입체조형 이론과 실제』, 미진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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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제시된 이론을 토대로 조형성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고, 일

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전문가 패널에게 피드백을 받았으며, 참여자들에게 설문지와 심

층면접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패널과 상의하여 

프레임을 조정하였다. 몇 번의 과정을 거쳐 조형성의 기본 요소

를 정리하고 연구의 타당성을 높였다.

2. 조형성의 구성요소, 구성원리와 시각인지요소

먼저 조형성을 구성요소, 구성원리와 시각인지요소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조형성의 구성요소(Elements of Design)는 형, 색, 재질, 빛, 

그림자로 5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가장 기초적인 형성 단

위라고 할 수 있다. 구성요소를 획일적으로 단정 짓거나 분류하

기는 쉽지 않고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형, 색 그리고 

재질과 같은 요소에 중점을 두어 연구되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조형의 물질과 혹은 매체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빛과 그림자의 중

요성이 대두하여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새로운 시각 표

현의 방법으로 빛과 그림자의 가변적이고 유희적인 성격을 활용

한 조형이나, 빛과 그림자로 인하여 형태와 색의 변화를 유도하

는 경우도 많아졌다. 예를 들어 대상과 빛/그림자에 의해 생략, 

약화 또는 강조, 중첩되면서 새로운 형태나 색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14) 또한, 매체의 확대로 시간성 혹은 시간의 영역까지 포함

되면서 빛과 그림자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조형성의 구성원리(Formation Method of Design)란 구성요소가 

각자 혹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의 문

제이다. 기존의 운동(리듬), 대비, 조화(강조), 균형(변화), 비

례(크기, 규모)의 설정에서 운동, 균형, 강조, 비례, 통일로 변

경하였으며, A.라우어(David A. Lauer)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

용한 결과이다. 

14)김상학·박유선, 「대상과 그림자의 조형성을 활용한 시각적 표현 연구」, 

『조형미디어학』, 한국일러스트학회, 14권1호, 2011,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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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란 율동이나 리듬과 비슷한 원리이다. 예를 들어 형이나 

색이 반복되거나 배열되었을 때 강·약이 조화롭게 표현되는 원

리이기도 하다. 율동(Rhythm)의 어원이 ‘rheo(흐르다)'에서 나

왔으며, 흔히 청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생소할 수도 있

지만, 예를 들어 어떠한 물무늬가 굴곡을 가지고 있으며 부드럽

게 흘러내리는 수직적인 형태들로 이루어졌을 경우 동적인 리듬

을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15) 반복적이지만 통일된 반복과 다른 

고유의 규칙성을 의미한다. 계조(Gradation)도 여기에 포함될 것

이다.

균형(balance)은 중량의 역학관계, 평균과 같이 가운데를 중심

으로 전후의 수평을 삼는 원리인데16), 형과 색 등이 변화를 지니

고 있으면서 전체로서 조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시각적인 무게감 등이 동등한 분배를 의미하는 균형은 구

성에서의 보편적인 목표이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균형감을 깨뜨

리거나, 불균형을 통해 불편하거나 불안한 느낌을 표현하기도 한

다.

강조(Emphasis)란 요소를 활용하여 그 무엇보다 주의를 끌며 

주목하게 만드는 원리이다. 대비에 의한 강조, 분리에 의한 강

조, 배치에 의한 강조 등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강조를 

통해서 단조로움에 벗어나고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유도하여 

개성과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비례(Proportion)란 부분과 전체, 혹은 부분과 부분과의 크기

의 상호관계를 말한다. 비례는 규모라는 말과도 같이 사용되는

데, 모두 크기에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큰 규모와 작은 규모

의 형이나 색이 어떻게 위치하는지 등의 문제인데, 이는 강조와 

같은 원리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또한, 크기뿐만 아니라 길이 혹

은 양과의 관계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비례는 수학적인 비율이

나 수학적 체계와 연관 짓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황금분할

이나 황금률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조화로 안정감이나 아

15)A.라우어, 이대일 옮김, 『조형의 원리』, 예경, 2001, p100.

16)한석우, 『입체조형 이론과 실제』, 미진사, 1991,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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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다움을 느끼며 균형 있게 보이게 한다.

통일(Unity) 혹은 통일성은 시각적인 요소들 사이의 어떤 조화

나 일치를 의미한다. 다양한 요소와 원리를 통하여 하나의 전체

로 결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관성 혹은 단일성을 가리키는 경

우도 많으며, 정적 통일(static unity)과 동적 통일(dynamic 

unity)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조형성의 구성요소 즉, 형, 색, 재질, 빛, 그림자 등과 같은 

요소가 다양한 구성원리를 통하여 나타내는 것, 즉 우리가 인지

하는 것이 시각인지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형성의 시각

인지요소(Visual Recognition Elements of Form)로 형태, 색채, 

질감, 명암, 공간 등을 뽑을 수 있는데 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

기 때문에 정확히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 시각인지요소에 관한 

설명은 각 항목에서 설명하였다. 다만 3D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디자인 비교에서는 독립적인 캐릭터에서는 명암과 공간감을 분리

해서 파악하기 어려워 같은 항목으로 묶었다.

다음 도표는 알기 쉽게 재편성한 한 다이어그램이다. 이 밖에

도 다양한 요소와 원리가 존재하겠지만, 사람들이 쉽고 바르게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많은 과정을 거쳐 수

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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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형성 다이어그램 

III. 캐릭터의 조형성 연구

1. 형태

조형성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형태에서 이루어진다. 형태

란 형으로 된 윤곽, 내부 요소, 구조 요소들을 가지는 본질적 것

이라 할 수 있다. 형태는 색이나 재질 등과 어우러져 구성되는 

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은 형태를 

통하여 조형의 전체적인 외형으로 인지하고 감정적인 판단을 할 

만큼 중요하다. 형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먼저 물리적으로 

현존하는 존재적 측면이고, 또 다른 것은 일련의 형식들에 공통

적인 개념을 구성하는 심리적 측면이다.17) 

‘형태’와 ‘형’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참여자들 역시 비슷

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도 중요한 결과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존재적 측면으

17)박경애, 『입체조형연구』, 기문당, 2008, p.31.



65

로 바라본 결과는 먼저 기초 도형으로 인식하였다. 그 후 형과 

부피의 조합으로 형태를 파악하였다. 기본 도형은 주로 원(  ⃝ ), 
세모(  ⃤ ), 네모(  ⃞ ) 등을 의미하며, 여기서 파생된 단어는 둥

글다, 동그랗다, 길쭉하다, 역삼각형이다, 삼각형이다, 뾰쪽하다 

등이다. 

구성원리 중에 무엇보다 형태에서 비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는데, 비례에 관련된 답변은 심리적인 측면에 포함

되어, 문화·사회적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만화나 

2D 애니메이션에 익숙하거나 노출이 많이 된 경우는 귀엽다, 앙

증맞다, 만화적이거나 동화적, 감성을 자극한다 등에 여기에 포

함된다. 반대로 비례가 부담스럽다, 부자연스럽다, 중심이 맞질 

않는다 등도 이러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캐릭터의 눈의 형태

에 관한 언급도 많았다. 캐릭터에서 눈은 효과적으로 성격을 드

러내는 표현수단이다.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캐릭

터는 큰 눈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케빈’의 경우는 단순히 큰 

눈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성격을 좌우할 만큼 눈을 강조하고 있

다.

구성원리 중에서 비례의 영향을 강하게 나타내는 형태에서는 

기초 도형으로 먼저 인식되고 이러한 형이 어떻게 심적인 측면을 

자극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예쁘다, 재미있다, 뚱뚱

하다 등의 표현도 많았는데, 즉 개인이 인지하는 방식이나 생각

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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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라일리 기쁨 슬픔

이미지

직관적 

인지
부드럽다 둥글다, 길다 둥글다(동그랗다)

개념적 

인지
예쁘다, 2D(만화)

 예쁘다, 귀엽다, 

만화(동화)같다,

친근하다 

뚱뚱하다, 귀엽다

대상 빙봉  케빈 스칼렛

이미지

직관적 

인지
삼각형

둥글다, 

입체적이다

삼각형, 역삼각형, 

뾰족하다, 

 개념적 

인지

뚱뚱하다,

만화(동화)같다,

입체적이다 

귀엽다. 불균형, 

독특하다 
날카롭다, 불균형, 

표 4. 형태에 관련된 항목  

2. 색채

색채는 형태와 더불어 캐릭터 디자인을 인지하는데 가장 큰 부

분을 차지한다.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는 색채를 물리(화

학)적인 측면, 생리적인 측면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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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다.18) 물리학적 견해는 1676년에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이 프리즘을 통과하는 빛을 다양한 색으로 분리하면서 시

작되었다. 색채를 색상, 채도, 명도 등으로 분리하는 것은 굉장

히 개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는 이런 이론적인 문제

는 배제하였다. 생리학적 측면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의 망

막에 의한 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심리학적 측면은 사람마다 

다른 환경과 경험에 따라 달리 받아들인다는 측면이다. 즉, 우리

가 캐릭터를 평가할 때의 색채는 단순한 지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생리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조형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색채는 자신의 환경과 경험은 물

론 정치·종교의 영역까지 관련이 많은 부분이다. 즉, 사회‧문화

적 영향이 많이 나타나며 가장 주관적인 인지작용을 한다. 애니

메이션은 캐릭터의 색채를 통해서 캐릭터의 성격과 심리를 나타

내며,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감동을 유도한다. <인사이드 아

웃>과 <미니언즈>의 캐릭터에서도 심리적인 측면이 크게 작용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 라일리  기쁨 슬픔

직관적

인지

따뜻하다,

차분하다(저채도)
밝다, 따뜻하다 푸르다, 차갑다

개념적

인지

부드럽다. 

자연스럽다. 

빛난다, 예쁘다, 

인공적
슬프다, 우울하다

대상 빙봉  케빈 스칼렛

직관적

인지

너무 핑크, 

답답하다
밝다 차갑다

개념적

인지

사랑스럽다, 

신난다, 인형, 

여성스럽다

동심, 아기 강렬하다, 어둡다  

표 5. 색채에 관련된 항목  

<인사이드 아웃>의 경우는 색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캐릭터

에 직접적으로 부여했다. ‘기쁨’은 노랑, ‘슬픔’은 파랑, 

18)길라 발라스, 한택수 옮김, 『현대미술과 색채』, 궁리, 2002,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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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럭’은 빨강, ‘소심’은 보라, ‘까칠’은 초록 등이다. 파

랑의 생리적인 측면은 차갑고 물과 공기를 상기시키면서 먼 느낌

을 준다. 얼음과 눈, 그리고 바다의 경우도 파란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의 느낌은 경험에 근거한다. 또한, 영어의 파랑은 

‘blue’이며, 단어(다의어)의 다른 의미는 우울이나 외로움이

다. 문화적인 이유로 파란색을 보면 우울하다거나 슬프다는 이유

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슬픔’은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다양한 푸른색 계열을 사용하여 통일감이 느껴지며, 상아색의 옷

도 균형을 이루며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하였다.

‘버럭’의 경우는 빨강이 심리적인 측면보다는 생리적인 측면

이 강조되었다. 빨강은 열정, 사랑, 피, 불, 고결함 등을 문화적

으로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공격성’을 상징하기도 하지

만 우리가 열을 받거나, 화를 내거나 불안할 때 신체적인 변화로 

신체가 붉어지는 경험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버럭’이 붉은색

을 띠는 것에 거부감 없다.

노랑은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색 중의 하나이다. 긍정적

인 즐거움, 이성, 황금(부), 따뜻함, 개화(꽃) 등을 상징하는 동

시에 질투(영어), 배반, 거짓, 불안(프랑스어), 비겁한(영어), 

절규(영어, 독어) 등의 부정적인 문화적 의미를 가진다. 또한 명

도나 채도가 높은 노란색은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입히는 옷의 색

이기도 한데, 눈에 띄어서 안전을 위하기도 하고, 따뜻하고 포근

하며, 병아리처럼 어린 새 생명의 의미도 내포한다. <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인 ‘기쁨’은 즐거움이나 기쁨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미니언즈>의 ‘케빈’은 어린아이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란색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기쁨’은 밝고 따뜻

하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줬으며, ‘케빈’의 색채를 통해서 어

릴 적 장난감이나 동심을 자극한다거나, 아이 같은 느낌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반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쁨’은 노란 몸과 푸른 머리카락

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참여자가 불편함, 어색함,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표현을 많이 했다. 더하여 따뜻한 계열의 색,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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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나 갈색 머리카락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기도 했다. 이

러한 원인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색이 상징하는 의미에 동화되었거

나 파란색의 머리카락에 의미를 부여해서, 거북하거나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색채라는 것은 단순히 색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복합적인 요소

가 결합하여 느껴지는데, 형이나 패턴, 재질 등이 공존하면서 총

체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다. 또한 다른 시각인지요소보다 심리

적인 측면, 즉 환경과 경험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질감

질감(質感, texture, feel)은 주로 재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

곤 한다. 재질(材質, material)이 그 재료가 가지는 성질을 의미

한다면, 질감은 물체나 그 이미지가 가지는 표면의 성질이다. 

즉, 만질 수 있는 촉각적 질감과 눈으로 느껴지는 시각적 질감을 

나눌 수 있다.19) 본 연구의 캐릭터 디자인의 질감이란 여기서 시

각적 촉각성의 기조에 근거한다.

촉각은 인간이 직접적인 접촉과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각

이므로20) 이미지를 볼 때 느끼는 촉각이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서, 시각적으로 표면의 성질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3D 애

니메이션에서의 질감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가장 많이 부각

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19)문찬·김미자·신희경·임남숙·이상훈, 『기초조형』, 안그라픽스, 2010, 

p.216.

20)김효일, 『디지털+영상+색채』, 한국학술정보, 2006,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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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라일리  기쁨 슬픔

직관적

인지
부드럽다 모름, 부드럽다 폭신하다

개념적

인지

인형, 사실적, 

섬세하다
플라스틱, 인형 고무

대상 빙봉  케빈 스칼렛

직관적

인지
폭신하다

매끄럽다, 

딱딱하다
매끄럽다

개념적

인지
사실적 사실적(소품) 차갑다

표 6. 질감에 관련된 항목  

<인사이드 아웃>과 <미니언즈>의 경우 비슷한 플롯의 애니메이

션으로서 캐릭터 디자인에 유사한 점이 많다. 캐릭터의 질감에 

있어서는 현실 세계에 있는 재질과 굉장히 유사한 표현으로 사실

적이거나 섬세하다는 견해가 높다. 우리가 기존에 많이 봐왔던 

만화와 2D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와 비슷한 형태와 색채를 가진 반

면 질감은 인공적이거나 너무 사실적이어서 어울리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특징적이다. <인사이드 아웃>의 캐릭터를 살펴

보면,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얼굴과 신체의 표현에 반해 머리

카락의 경우는 사실적인 머리카락으로 표현된 것이 거부감을 느

끼게 한다. ‘슬픔’의 옷 질감을 살펴보더라도 실질적인 옷감 

텍스처가 과장되게 표현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경우에 따라 긍정

적인 평가도 있지만,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부정적

인 느낌으로 다가온다. <미니언즈>의 미니언즈를 살펴보면 플라

스틱 같은 노란 몸체와 쇠의 질감이 물씬 나는 안경과 같은 소품

과 반대로 청바지의 질감은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는 견해가 많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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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사이드 아웃>과 <미니언즈>의 배경

<인사이드 아웃>과 <미니언즈>의 배경의 경우도 다른 3D 애니

메이션과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바다나 강과 같은 물의 사

실적인 질감표현이나 나무, 산, 돌의 표현에 있어서도 사실적이

고 섬세한 표현이 드러난다. 배경의 경우는 어릴 적부터 3D 애니

메이션을 자주 접해온 20~30대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40~50대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이질감을 느낀다는 의견을 주었다.

4. 명암과 공간

명암(明暗)이란 밝음과 어둠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써, 빛과 그

림자와 깊은 관련이 있다. 빛과 그림자는 일상생활에서 시각 현

상으로 잘 느껴지지 않지만, 예술 영역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컨대 초기 회화의 경우, 형태를 그리고 색을 표현하고, 

물체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빛과 그림자를 넣으면

서 발전하였다. 이러한 빛과 그림자의 표현은 명암, 더 나아가서

는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표현하게 됨으로써 보는 이로 하

여금 공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빛은 형, 색 그리고 질감

에 따라 다른 빛을 반사한다. 그림자를 통해서도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밝기는 물론이고 방향성과 공간감을 동시에 변화

시킨다.

공간은 사물과 사물의 공간, 사물과 배경 또는 사물이 놓여 있

는 환경의 범위 안에 있는 거리·간격·영역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21) 공간이라는 개념은 양감, 깊이, 거리감, 공간감 등 다양

21)윤민희,『새로운 조형예술의 이해』, 예경, 2008,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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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어로 대치될 수 있다. 공간은 빛과 그림자뿐만 아니라 형태

와 색채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하여 생긴다.

대부분의 3D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는 소프트웨어와 표현양식의 

특성상 빛과 그림자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추구하는 목

표는 사실적인 재현이다. 실제와 똑같이 표현한다기보다는 실제 

상황에서 있을법한 이미지, 즉 캐릭터가 내 방에서 움직이거나 

잔디에서 뛰어노는 현상이 내가 경험하고 생활하는 상황 속과 유

사하다 것이다. 이 밖에도 빛과 그림자는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

상에서 심리적 묘사, 상징 혹은 대상의 현존과 부재의 역할을 하

기도 한다.

한동안 3D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에서 사실적 재현은 큰 과제

였다. 현재에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인사이드 아웃>과 

<미니언즈>는 여전히 사실적 재현을 추구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으

며, 대부분의 참여자는 익숙하고 자연스럽다는 평가를 해주었다.

대상 라일리  기쁨 슬픔

직관적

인지
모름, 부드럽다 밝다, 부드럽다 어둡다

개념적

인지

사실적, 

자연스럽다

모름, 밝다, 

평면적
모름, 입체적

대상 빙봉  케빈 스칼렛

직관적

인지
밝다 밝다, 부드럽다 대비적

개념적

인지
모름, 사실적 모름, 사실적 사실적, 입체적

표 7. 명암 및 공간에 관련된 항목  

캐릭터의 명암을 살펴보면, 빛과 그림자의 인지는 그리 높지 

않았지만, 사실적이라는 평가이다. 특히 빛은 양감과 공간의 인

지작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였으며, 다소 강한 조명으로 캐릭터를 부각한다는 견해

다. 하지만 ‘기쁨’과 ‘슬픔’의 경우는 캐릭터의 디자인이 발

광하는 효과를 가미하였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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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터를 평면적으로 보이게 하여 다른 이미지들과 잘 어울리지 않

는다는 평가이다.

그림 4. <인사이드 아웃>과 <미니언즈>의 실내 장면

배경과 소품에서도 빛과 그림자는 사실적이라는 평가가 많았

다. 특히 실내의 표현에 있어서는 공간감이 잘 느껴지며 따뜻함

이라든지 환상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공간(감)은 3D 

애니메이션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시각적인 몰입을 주도하여 관

객들에게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이다. 이러한 공간감은 빛과 

그림자를 통한 물체와 물체 간의 양감을 통해서 더욱 잘 나타난

다. 전반적으로 사실적이고 섬세한 표현이 좋다는 견해가 많았으

나, 일부 지나친 그림자 표현으로 인공적이거나 너무 사실적이라 

애니메이션의 특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IV. 종합적 논의 및 결론

2015년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흥행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제작

된 애니메이션은 순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끊임없이 한국 애니

메이션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실패했다. 애니메이션이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

고 몰입할 수 있는 중요 요인은 서사로 평가되는데, 캐릭터는 이

러한 서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주체이다. 특히 캐릭터는 지속적

해서 관객들에게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기요인이기 

때문에 문화산업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디자인의 조형성 즉, 디자인을 이루는 기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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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기반으로 이를 통해서 관객들이 어떻게 인지하는지 알아보

았다. 많은 연구가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유형분석, 기호학, 성

격분석, 세부적으로는 형태분석, 색채분석 혹은 캐릭터의 비례, 

표정이나 움직임 등을 활용하였다. 이렇듯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분석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형화의 위험성에

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과 시각으로 연구되어야 하므로, 이 연구

에서는 기존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분류와 분석에서 벗어나 관객

들의 시각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보고

자 했다.

라일리

비례를 통해 동화적이며 인형의 느낌이 난다. 색채는 

부드럽고 따뜻하며 질감은 사실적이다. 빛과 그림자를 

통한 명암이나 양감도 사실적이다.

 기쁨

SD 비례로 예쁘고 귀여운 느낌의 캐릭터이다. 노란색은 

기쁨을 충분히 상징하지만, 전체적인 색채의 어울림은 

좋지 않다. 특히 파란색의 사실적인 머리카락은 

거부감을 준다. 발광하는 효과는 캐릭터를 평면적으로 

보이게 한다.

슬픔

동그랗고 큰 얼굴과 눈은 귀엽고 감정표현이 잘된다. 

푸른색의 얼굴과 머리카락도 조화롭지만, 머리카락의 

질감은 거부감을 준다. 전체적으로 우울해 보이는 것이 

좋다. 스웨터의 사실적인 질감과 빛/그림자가 잘 

어우러져 입체감이 난다.

빙봉

삼각형의 몸매는 안정감을 주고 맘씨가 좋아 보인다. 

억지스러운 핑크는 여자아이가 좋아하는 색으로 

대변되기 때문에 적합하지만, 캐릭터 자체로는 

둔탁하거나 답답해 보인다. 질감과 빛과 그림자는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입체감을 더욱 살린다.

 케빈

독특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이다. 형태와 색채는 어릴 적 

동심을 자극하고 귀여운 아기 느낌을 준다. 명도와 

채도가 높은 노란색이 강조되며, 청바지의 질감은 

지나치게 사실적이어서 잘 어울리지 않는다. 

스칼렛

삼각형과 역삼각형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날카롭게 

보인다. 색의 대비를 통해 여자 악당 느낌이 잘 

표현되었다. 머리카락이 너무 광택이 나거나, 얼굴과 

옷의 질감 변화가 없다.

표 8. 캐릭터의 조형성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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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과 <미니언즈>에 등장하는 캐릭

터의 조형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형태에 있어서는 캐릭터의 머리가 큰 비례를 사용하

여 귀여운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형태는 만화나 2D 애니메이션

의 캐릭터와 유사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 다양한 계층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라일리’나 ‘스칼렛’ 

같은 경우는 이전의 3D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인간 캐릭터와 굉

장히 유사하여 거부감은 없었으나 특별한 개성이나 독특함 또한 

느끼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미니언즈의 파괴적인 비례와 형태는 

독특하고 재미있으며 개성이 있다고 느껴졌으며, 계속해서 즐거

운 느낌을 상기시켜 줬다.

두 번째, 색채에 있어서는 3D 애니메이션만이 가질 수 있는 다

양한 스펙트럼의 색채 사용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색채를 

통해서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대로 노출되는 <인사

이드 아웃>의 감정 캐릭터는 긍정적인 평가이다. 또한, 경험이나 

문화적인 환경이 색채에는 영향을 많이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니언즈>의 ‘케빈’, ‘스튜어트’, ‘밥’은 장난감 

혹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격을 노란 색채가 충분히 반영하였다.  

‘스칼렛’의 경우도 검정과 빨강의 대비로 악당의 날카롭고 음

습한 느낌을 받았다는 견해이다.

세 번째, 3D 애니메이션 캐릭터에서는 질감의 독특한 성질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형태나 색채에 비해 극사실주의적 표현을 하

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러한 질감의 

표현은 시각적 촉각성을 자극하는데, 이는 애니메이션에 몰입시

키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지나친 표현, 예를 들어 ‘기쁨’이나 

‘슬픔’의 머리카락은 다른 요소들과 어울리지 않고 과장되어 

거부감을 느끼게 했다. 또한 ‘케빈’이 청바지의 질감도 캐릭터

의 독특한 성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배경이나 소품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상황에서 느낄 수 있

는 질감보다 더 섬세하고 과장된 극사실주의적 표현을 하고 있

다. 부드러운 털이라든지 반짝이는 금속, 지나치게 녹슨 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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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움이 탄 듯한 나무의 표현 등이 나타나는 이유는 색채와 마찬

가지로 개인의 경험과 문화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자

극하기 위해서이다. 3D 애니메이션만의 가능한 이러한 독특한 표

현은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

공적인 느낌을 주며, 자세한 묘사가 몰입을 방해할 수도 있게 때

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감은 빛과 그림자의 효과로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데, 3D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에서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양감과 

공간감을 인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만이 가질 수 있

는 독특한 감성을 그리워하는 참여자는 사실적인 빛과 그림자의 

구현으로 섬세하고 과잉된 표현에 있어 인공적인 느낌이나 거부

감을 느끼기도 했다. 사실적인 표현이 몰입을 증진한다는 긍정적

인 의견과 애니메이션 고유의 상상력을 감퇴시키고 산만함을 느

낀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잘 수렴하여 캐릭터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D 애니메이션이 등장한 이후 캐릭터의 조형성은 많은 변화를 

하였다. 특히 조형성의 근간을 이루는 시각인지요소는 기술적 발

전과 미디어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더욱 

복잡해졌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컴퓨터의 기술에 의존하거나 성

공한 사례의 스타일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일을 막기 위해서 다

양한 연구와 경험이 있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애니메이션만은 

다른 영상과 달리 독특한 재미와 유머, 그리고 해학이 있기 때문

에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다양한 계층에서 즐겁고 매력적으

로 보이는 캐릭터들은 다른 영상에서 느낄 수 없는 애니메이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각도로 분석·해석된다. 그중의 하

나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관객들이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조형성

의 기본 요소와 원리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

와 새로운 콘텐츠의 원천으로 캐릭터의 중요성이 대두하는 시점

에서 관객들의 감성적 만족을 충족하고 새로운 기술과 스타일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캐릭터가 제작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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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 Analysis by Visual Recognition Elements of Formativeness

- focusing on the Characters of 3D Animations,

<Inside Out> and <Minions>-

Kim, Hye-Sung 

The public interest and popularity of animation has already 

forecasted the value of animation as the leader of pop culture and 

cultural industry. The trend in animation changed from 2D to 3D 

animation, a new genre that appeared in the 1990s with the 

development of computer technology and innovative changes in media, 

and 3D animation secured its position in the 2000s.  

Researches on 3D animation are conducted in various ways. 

Integrating the area it shares with film and the area it shares with 

design, it is produced and consumed. This study focused on 

‘formativeness(design)’, the basis of character design, and tried 

to find out how it is recognized by the audience, who actually watch 

and feel it. Also, it approached basic theory and tried to deduce 

logic that is easy to understand and can analyze design or 

formativeness which keeps changing. Lastly, this study regards the 

parts that viewers are not satisfied with as problems, and tries to 

find out a developmental direction. 

Among the animations for theaters that were big hits in 2015, this 

study focused on the characters of <Inside Out> and <Minions>. It 

reviewed errors and what was lacking in the previous studies, 

collected experts’ opinions and made adjustment. Using the frame 

prepared through this process, it conducted a survey on study 

participants, the viewers, to see how it is perceived by them. 

Finally, it tried to find out the reasons why the audience felt that 

way through theoretical reviews and applications. 

Key Word : 3D Animation, Characters, Formativeness, Inside Out, 

M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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