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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문화 콘텐츠로서 소비되는 애니메이션은 당 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가치관을 스토리와 캐릭터의 시각
적 표현을 통해 나타나며, 관객들은 애니메이션 감상 및 캐릭터 수용 과정에서 작품에 나타난 성 역할 행동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여성 및 남성의 이미지로서 학습하게 된다. 본 연구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 스토리와 
여성 캐릭터 설정에 현 적 여성상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받는 ‘뮬란’, ‘라푼젤’, ‘모아나’, ‘겨울왕국2’를 
선정하고, 중심 여성 캐릭터의 의복 및 몸짓 표현을 분석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성 역할 행동 표현이 시
적/사회적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정형성을 탈피한 스토리 구성 및 캐릭터 
설정 변화와 조적으로 주인공으로서 여성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에는 정형적 이미지의 성 역할 행동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의 시각적 표현과 내포 의미를 확인함으로써 주요 수용자
인 어린이 및 청소년 상의 애니메이션 리터러시 교육에 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중심어 :∣문화콘텐츠∣애니메이션 리터러시∣성 역할 행동 표현∣미디어 교육∣시각적 표현∣
Abstract

Animation films form a substantial part of pop culture and depict the sociocultural changes and values 
of the time in which they are made through visual expression of story and characters. In the process 
of appreciating animation films and accepting the characters, the audience learns the gender role 
behaviors that appear in the works as socially acceptable representations of men and women. This 
study illustrates whether the expression of gender role and behaviors of characters from animation films 
have changed over time or not by analyzing the costume and gestures of the female protagonists in 
‘Mulan’, ‘Tangled’, ‘Moana’, and ‘Frozen 2’. These films are considered to reflect the modern female 
identity on their story and characters. The study confirms that the stereotypical gestures and behaviors 
of women are still used today to portray the female protagonists in the animation films contrary to the 
story composition and various aspects of characters which escaped the formal stereotype. It is 
importan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main consumers of animation, to learn and know how to 
consume media properly. Thus, this study seeks to illuminate the importance of research on animation 
literacy educ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by examining the visual expressions and their implications 
in various animatio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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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문화에 한 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식 및 소재의 문화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
한 문화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 되고 있다. 애
니메이션은 중에 소비되는 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서 당 의 문화 및 가치관을 스토리와 캐릭터에 반영하
여 수용자에게 전달한다. 애니메이션은 의인화된 캐릭
터 등 단순한 현실의 재현이 아닌 상징적 의미가 담긴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므로 상 적으로 콘텐츠 수용자
의 폭이 넓다는 특징이 있으며, 여러 매체를 통한 글로
벌 시장에서의 배급 및 재생산이 용이하여 문화적 확산
의 범위와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에 따라, 애니메이션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비판적 해석으로 내용을 수용하는 것의 중요
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글로벌 중문화 콘텐츠로서 
오랜 기간 소비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으며, 고유
의 세계관을 작품에 반영하여 스토리와 캐릭터를 표현
하고 있다. 또한 3D영상 등 화려하고 섬세한 시각적 표
현과 사운드트랙 등 음악적 요소들을 함께 결합하는 작
품 구성 스타일로 더욱 중적인 수요와 파급효과를 이
끌고 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2000년 를 전후로 
성 역할 표현에 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스토리 및 캐릭터 설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답
습된 고정적/편향적 성 역할 표현들로 인해 성 정형화
된 캐릭터를 표현한 영화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1]. 

이와 같은 비판의 논의와 연계하여 디즈니 애니메이
션이 소비되는 범위 및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성 역할 
표현에 담긴 상징적 의미와 편향적 내용 전달 등에 
한 비판적 분석 및 고찰이 필요하다. 더욱이 애니메이
션의 주요 수용자가 성 역할에 한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어린이 및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디즈니 애니메이
션의 문화적/교육적 파급력에 해 인지하고 작품에 내
재된 지향점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시

각적 표현에 나타난 성 역할 행동들을 파악 및 분석하
고, 각각의 표현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이 스토리 및 캐릭터 표현으로 전달하
는 내용과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읽어내고 수용하는 것
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문화 콘텐츠로서 애니메이션의 
역할 및 영향에 한 지속적 연구 논의의 지점을 발견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연구 및 참고문헌을 통해 본 연
구의 이론적 논의 지점을 확인하고, 애니메이션의 시각
적 표현 및 성 역할 행동 표현 요소들을 유형별로 분류
하여 장면 분석을 위한 기준을 정립할 것이다. 또, 디즈
니 애니메이션 중 여성 캐릭터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
개되는 작품을 선별하고, 각 캐릭터의 자아정체성 완성 
단계에 따라 장면을 구분하여 시각적 표현 내용을 분석
할 것이다. 시각적 표현 중 몸짓 및 의복 표현을 중심으
로 각 작품에 나타나는 성 역할 행동 표현의 특징 등을 
발견 및 분석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애
니메이션 내용 및 표현에 한 비판적 수용의 중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성 역할 행동의 의미
성 역할 행동(gender role behaviour)은 남성다움 

혹은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행동 특성 자체를 의미하지
만,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적 행위 규칙들에 동화
되어 드러나는 사회적 행위 규칙들로 구성된다[2]. 이는 
부르디외(Bourdieu)가 몸의 표현들은 선천적이기보다 
개인이 속한 사회계급을 수용하고 적응한 과정의 결과
라고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3]. 즉 성 역할 구
분이 뚜렷한 사회에서는 남녀의 몸 인식에 한 차이가 
크다. 개인의 신체 형태의 차이는 인간관계에서 이루어
지는 제스처, 태도, 품행의 차이에 의해 증폭되고 상징
적으로 강조된다. 특히 헤어스타일, 화장, 수염 또는 의
복 특징처럼 신체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수정하여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할 뿐 아니라 더
욱 증폭시켜 나간다는 것이다[4].

성 역할 행동은 사회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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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새롭게 규정되는 것으로,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표현
에서도 당 의 사회문화를 반영한 성 역할 행동이 나타
나고 있다. 성 역할 행동의 표현은 애니메이션에서 스
토리를 이끌어가는 캐릭터의 성격(characteristic)을 
강화시키고, 내용에 한 관객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요소이다[5]. 특히, 글로벌한 중 시장을 목표로 
하는 애니메이션은 언어적 한계를 넘어 관객에게 작품
의 내용과 의미를 전달해야 하므로, 이와 같이 더욱 보
편적이고 직관적인 형태의 표현으로 의미전달 방식을 
구성하게 된다[6]. 따라서 의도에 따라 연출되는 캐릭터
의 시각적 표현과 움직임은 관객이 자연스럽게 캐릭터
를 이해하고 스토리에 담긴 의미를 받아들이게 하며[7],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성 역할 태도와 특성을 무의
식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든다[8].

2.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으로는 의복과 몸

짓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의복은 캐릭터의 특성과 정
보를 관람자에게 전달하고, 스토리 전개를 돕는 중요한 
요소이다. 시각 커뮤니케이션 기호로서의 의복은 성별
을 포함하여 사회 구조 내에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
업, 지위, 가치, 개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9]. 또한, 의복의 형상화는 실제적 고증이나 당  사회
문화를 반영할 뿐 아니라, 극적인 상상력의 표현도 가
능하게 하여 사보다 캐릭터 설정 및 애니메이션 내용
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아람과 전재훈의 연
구는 의복 표현을 중심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관습
적인 의미생산 방식을 구성하고 있으며, 캐릭터의 성별 
및 성격 특징과 극의 상황 암시를 위한 시각적 표현으
로서 의복표현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10]. 

캐릭터의 몸짓은 의복의 디자인적 요소와 함께 캐릭
터의 속성을 표현하고.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을 가능
하게 한다. 디즈니 스튜디오의 경우 장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특성과 내용 전달을 위해 다양한 몸짓 표현을 
연출하고, 관객이 자연스럽게 스토리의 의미를 수용하
도록 한다[7]. 정미강 외 3인의 연구는 몸짓 표현이 디
즈니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감정 및 심리적 상태 등을 
나타내는 필수적 역할을 하며, 사가 없는 장면에서 

시나리오 전달력을 높임을 확인할 수 있다[11]. 이러한 
연출에서 캐릭터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특징짓는 정
형화된 몸짓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전형적 성향에서 벗
어난 새로운 남성상/여성상의 캐릭터에서도 몸짓 자체
는 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5][9]. 

관객은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캐릭터의 성 역할 표현
이나 특징을 사회적으로 권장되거나 용인되는 모습으
로 받아들이고, 학습 및 재구성하게 된다. 즉, 애니메이
션 캐릭터의 의복 표현과 몸짓 표현은 남성과 여성 캐
릭터의 성 역할 정체성 및 행동을 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각적 표현의 수용 여부에 따라 관
객은 성 역할 행동에 한 기준 및 관점을 얻게 된다. 
특히 캐릭터 상품에 한 문화적 소비 성향은 유아부터 
시작하여 성인까지 전 연령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는 소비 심리의 연속성과 지속성으로 나타나 성역할 고
정관념의 암묵적 확 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12][13]. 
따라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에 나타날 수 
있는 정형화되거나 편향된 성 역할 행동 표현을 인식하
고, 이에 한 무의식적 수용을 지양할 수 있는 연구 자
료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3. 디즈니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의 성 역할 표현 
변화

애니메이션은 스토리 및 캐릭터의 구성과 표현에 있
어 당 의 사회적 요구와 변화 양상을 반영한다. 최근 
여성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애니메이션 작품의 증가는 
여성의 역할변화, 여성성에 한 인식 변화 등 사회적 
흐름과 새로운 여성상 표현에 한 소비자의 요구가 반
영된 것이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시 적/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다양한 여성 캐릭터를 구성 및 표현해 왔으며, 이
러한 흐름은 ‘디즈니 프린세스’로 표되는 여성 캐릭터 
중심 스토리의 작품들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디
즈니 애니메이션은 시기에 따라 초창기(1960년  이
전)와 중반기(1980～1990년 ), 후반기(2000년  이
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초창기의 여성 캐릭터는 아름
답고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여성으로 표현되
었다. 중반기부터는 여성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쾌활하고 
활동적인 이미지가 강조된 캐릭터로 표현의 변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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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후반기에는 더욱 진취적/독립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아를 찾아가는 상으로 변화하였
다[14]. 즉 ‘공주’로 표되는 여성 캐릭터의 설정은 유
지하되, 캐릭터 성 역할 표현은 시  및 사회 흐름에 따
라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적으로 
확산되기에 성 역할에 한 보편적 이미지로서의 캐릭
터 수용 및 학습이 더욱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의 주요 수용자들이 어린이 및 청소년이라
는 점에서 캐릭터의 성 역할 표현과 특징을 이상적 이
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15],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 표방하는 이미지의 의미와 내포된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시각적 표현 유형 분류 

1. 의복 표현
엔트위슬(Joanne Entwistle)은 의복을 몸의 사적

(intimate) 경험임과 동시에 공적인 표시로 정의하였다
[16]. 푸코(Michel Foucaut)는 신체와 패션 위에 미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사회 조직의 요구에 길들여지게 하
여 수동적으로 반응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데올로기
를 전파한다고 하였다[17]. 이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외모를 하나의 능력으로 평가하는 현  사회에서도 여
전히 반영되고 있다. 물론 이전 세 에서 남성적 혹은 
여성적으로 규정되던 성(性)의 고정관념에 따른 외모에 

한 평가도 바뀌고 있어, 전통적으로 남성복, 여성복에 
각각 활용하던 디자인, 색상, 아이템 등에 있어서도 그 
구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그러나 의복에 있어서의 
이러한 현상은 성별을 파괴하기 위한 측면이기보다 자
신의 외모를 강조하기 위한 스타일에 한 선호 현상이
라고 할 수 있다[18]. 즉, 여전히 의복에 있어서 성 역할
의 특성이 배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
타낸다. 

본 연구자들은 남성 및 여성 이미지의 의복표현 요소
를 다음 [표 1]와 같이 제시한다. 이는 의복이 성을 구
분 짓는 요소를 포함한다는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남성
적/여성적 이미지의 특성을 선, 소재, 색상, 문양 및 장

식, 아이템으로 구분하고 공통된 특징을 정리한 김지현
[19]의 연구와 여성 및 남성을 나타내는 스타일에 한 
내용을 정리한 장지혜[20]의 연구를 종합 및 재정리한 
것이다. 성에 따른 의복 차이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에
도 유사하게 반영되어 현실의 세계를 투영하고, 사람들
에게 정형화된 성 역할 이미지를 고착시키거나 새로운 
성 역할 이미지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 1]에 정리한 남성 및 여성 이미지의 의복 표현 요소
를 기준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의복 표현에 
나타난 성 역할 행동 표현을 분석 및 논의할 것이다. 

표 1. 남성과 여성 이미지와 의복 표현 요소
요소 남성 이미지 여성 이미지

선, 
실루엣

・직선, 수직선, 굵은선
・역삼각형(Y자형) 실루엣

・곡선
・X자형(가슴, 허리, 힙 강조)
・Fitted 실루엣

소재

・두꺼운 가죽 소재
・표면이 균일한 직물
・거칠고 뻣뻣한 소재
・새틴, 브로케이드, 트위드, 홈
스펀, 크레이프

・부드럽고 얇은 소재
・드레이프성이 좋은 소재
・실크(오간자), 새틴 등 광택 있는 
소재
・레이스, 시퀸

색상
・저명도, 짙은 색상
・무채색 계열
・한색

・고명도·고채도의 색상
・화려한 유채색과 명도 대비
・파스텔 톤의 색상

문양 및 
장식

・체크, 스트라이프, 기하학적 무
늬
・얼룩무늬, 동물무늬, 큰무늬, 
명료한 무늬

・식물, 추상 무늬, 작은 무늬
・스팽글, 셔링, 비즈, 프린징, 리본, 
러플/프릴/플라운스, 핀턱, 자수

아이템

・재킷, 코트, 스웨터, 카디건, 바
지
・넥타이, 모자, 남성용 슈즈, 남
성용 벨트

・블라우스, 치마, 원피스, 코르셋, 
레깅스 
・스카프, 머플러, 여성용 벨트, 장
신구, 부채
・진한 화장, 헤어스타일

출처: 김지현(2016. p.28), 장지헤(2015, p.511) 발췌 수정

2. 몸짓 표현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으로서의 몸짓은 지속적인 의

미의 생성과 창조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21]. 중매체
에 나타난 몸짓은 그 시 에서 가장 추구하고 있는 이
미지를 선택하여 중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외적으로 
표현되는 몸 이미지가 생성하는 의미에 가치를 둔 형태
의 수용을 이끌어 낸다.

몸짓의 이미지 및 의미 생성은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
와 그에 한 수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미숙은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남성성과 여성성을 특징짓는 몸
짓에 한 선행연구와 사례를 분석하여 정형화된 남성 
및 여성 캐릭터의 몸짓 표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시각적 표현에 따른 성 역할 행동 분석: 뮬란, 라푼젤, 모아나, 겨울왕국2 여성 캐릭터를 중심으로 111

[5][9]. 또한 전형적 성향에서 벗어난 새로운 남성상 및 
여성상의 캐릭터에서도 몸짓 패턴의 변화는 있으나, 몸
짓 자체는 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남성성 및 여성성을 표현하는 몸짓에 한 위 연구는 
[표 2]와 같이 종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몸의 표현들 
즉 몸짓은 그 사회를 나타내는 표상이 될 수 있으며, 이
는 그 사회를 반영한 영화에 투사될 수 있다. 따라서 
[표 2]의 여성성과 남성성의 표현 몸짓을 중심으로 디
즈니 애니메이션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2. 애니메이션에서 여성성과 남성성 표현 몸짓 
구분 여성성 표현 남성성 표현

몸짓

・머리와 몸 옆으로 기울이기
・동그랗게 눈을 떠서 응시하며 미
소 짓기
・어깨 올리기
・머리 넘겨 목선 보이기
・다소곳이 손을 모은 후 가슴 쪽으
로 가져가기
・입 근처에 한 손이나 양손 갖다 대
기
・손목을 보이거나 늘어뜨리기
・턱 괴기 
・골반 내밀기
・팔・다리를 몸통에 붙이기

・고개 꼿꼿이 들기
・어깨를 뒤로 활짝 피기
・집게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주먹 쥐기
・앉아 있을 때 탁자에 손 올린 채 
양손 끝 마주대기(첨탑 만들기)
・팔짱끼기
・뒷짐 지기
・팔꿈치 밖으로 향하게 하고 허리
에 손 올리기
・양쪽으로 다리 벌린 자세

출처: 김미숙(2013. pp.54-55; 2014, p.35-36) 수정 후 제시

Ⅳ.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성 역할 행동 표현 
분석

1. 성 역할 행동 표현 분석의 흐름
본 연구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 여성 캐릭터가 스토

리의 중심이 되고, 능동적으로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어 가는 구조의 네 작품을 선정하였다. ‘뮬란’, ‘라
푼젤’, ‘모아나’, ‘겨울왕국2’는 주인공인 여성 캐릭터가 
진취적 태도로 자신의 상황적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아를 발견하여 정체성을 완성한
다는 공통된 흐름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을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애니메이션 작품을 ①자아탐색, ②주
체로의 역할변화, ③정체성 완성의 삼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앞 장에서 제시한 시각표현 
유형인 의복 및 몸짓 표현을 통해 각 단계에 나타나는 
여성 캐릭터의 성 역할 행동 표현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뮬란의 성 역할 행동 표현 분석
중국 소설 목란시를 바탕으로 한 ‘뮬란(1998)’은 연로

한 아버지 신 남장으로 전장에 참여하고, 나라의 승
리를 이끌어 낸 새로운 여성 영웅 뮬란을 그려낸 작품
이다. 뮬란 캐릭터는 당 의 사회적 이념 및 전통적 여
성상과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고, 문제 해결에 주
체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디즈니 애
니메이션에 나타난 여성상과 큰 차이가 있다.

각 단계에 따라 뮬란 캐릭터의 성 역할 행동 표현을 
살펴보면, 자아탐색 단계인 스토리 초반 뮬란의 의복 
및 몸짓 표현에서는 남성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요소들
을 활용하여 캐릭터의 성향을 드러내었다. 작품의 시
적/배경적 설정으로 인해 전통적인 여성복의 형태를 유
지하고 있으나, 주변 여성 인물들에 비해 착용한 옷의 
선형이 직선적이다. 또, 색채 비가 적고 중성적인 색상
을 사용하여 당 의 정형적인 여성상 및 남성상에서 벗
어나고 싶은 뮬란의 상황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표현 특징은 움직임이 다소 제약적인 의복의 형
태에도 고개 꼿꼿이 들기, 어깨를 뒤로 활짝 피기, 양쪽
으로 다리 벌려 서기 등의 자세를 취하는 뮬란의 몸짓
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림 1. 자아탐색 단계에서 뮬란의 의복 및 몸짓 표현 

주체로의 역할변화가 일어나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의복과 몸짓 표현의 조를 통해 뮬란의 자아 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보다 높은 채도의 비적인 색상과 
신체에 밀착된 곡선 형태, 화려한 장신구, 짙은 화장 등
의 의복 표현 요소들은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과 역할에
서 탈피하고자 하는 뮬란의 행동들과 조를 이룬다. 
이러한 의복과 몸짓 표현 간의 조는 남장 사실이 알
려진 이후 뮬란의 위기상황 해결에서 다시 나타난다. 
여성임이 드러나고 여성 의복을 착용했음에도 주먹 쥐
기, 어깨 뒤로 활짝 펴기, 양쪽으로 다리 벌려 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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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몸짓은 뮬란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의복에 사용된 색상은 자아각인
의 계기가 된 여성 의복과 유사한 계열이나, 배색에 따
른 색채 사용면적의 차이로 뮬란의 자아인식 변화를 상
징적으로 전달한다.

 

그림 2. 역할변화 단계에서 뮬란의 의복 및 몸짓표현

반면, 여성 영웅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완성한 단
계에서 뮬란은 이전 단계보다 정형화된 여성적 패턴의 
몸짓으로 표현된다. 성별의 제약을 넘어 영웅으로 황제
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에는 다소곳이 손을 모아 가
슴 쪽으로 가져가기, 머리카락을 넘겨 목선을 보이는 
등의 몸짓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모든 과제를 해결하
고 가족에게 돌아간 후에는 팔다리를 붙여 좁은 보폭으
로 걷기, 몸 옆으로 기울이기, 골반 내 밀기와 같은 몸
짓이 나타난다. 

그림 3. 정체성 완성 단계에서 뮬란의 의복 및 몸짓표현
  
즉 ‘뮬란’은 시 적 배경으로 인해 고정적인 여성 및 

남성의 의복 형태를 구현하였으나, 색상 및 장식 요소
의 표현을 통해 캐릭터의 성 역할 행동 변화를 나타낸
다. 이와 함께 몸짓 패턴을 적극 사용하여 상황에 따른 
캐릭터의 자아 정체감을 전달한다. 그러나 과업을 끝낸 
후 정형적 여성 이미지의 몸짓 표현은 중 장 샹과의 
혼인으로 마무리되는 결말과 함께 뮬란을 당  여성의 
삶으로 회귀시키고, 캐릭터의 자아성취 의미를 반감시
키는 한계를 갖는다.

3. 라푼젤의 성 역할 행동 표현 분석
‘라푼젤(2010)’은 치유능력이 있는 금발로 인해 평생 

높은 탑에 갇혀 살던 소녀가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찾
아 모험을 떠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스
토리의 작품이다. 3D애니메이션으로 구현된 디즈니의 
첫 번째 공주로, ‘프린세스’로 구분되는 이전 여성 캐릭
터들과 달리 뛰어난 미녀로 설정되지 않은 특징이 있
다. 캐릭터 표현에서도 외모가 아닌 재능, 호기심, 활달
한 성격, 긍정적 태도 등의 면모가 강조되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적 자세는 당 의 변화한 여성상이 반
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 역할 행동 표현과 관련하여 라푼젤의 의복표현은 
캐릭터의 자아탐색부터 역할변화 과정까지 동일하며, 
정체성 확립의 단계에서 머리스타일 및 본래 신분으로 
돌아감에 따른 의상 변화만이 나타난다. 먼저, 캐릭터를 

표하는 금빛 머리카락은 신비함과 순진무구함[24]을 
포함한 전형적인 선망의 상으로서 여성 이미지를 나
타내는 표현 요소이다. 또, 의상의 파스텔 톤 색상 및 
신체 곡선을 강조한 X자형 실루엣, 부드럽고 드레이프
성이 좋은 광택 소재, 식물 문양, 자수 장식, 코르셋 등
도 여성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요소이다. 이처럼 
이전의 여성 캐릭터와 달리 미모에 한 서술이 스토리 
흐름에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라푼젤 캐릭터의 
의복 표현이 정형적인 여성성을 극 화한 요소로 구성
된 것은 주목할 지점이다.

몸짓 표현에서도 정형화된 여성성 표현이 반복적으
로 나타나는데, 자아탐색 단계에서는 턱 괴기, 골반 내
밀기, 머리 넘겨 목선 보이기와 같은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낯선 인물을 공격하는 등 적극적 행동 중심의 장
면에서도 이러한 정형화된 몸짓 표현들이 나타나며, 라
푼젤의 성격 특징과 조를 이룬다.

그림 4. 자아탐색 단계에서 라푼젤의 의복 및 몸짓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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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변화 단계에서 라푼젤은 자신을 제한하던 환경 
및 두려움을 극복하고 점차 주체적인 태도로 변화해 가
는 반면, 이야기 초기부터 보였던 정형화된 몸짓 표현
들은 오히려 더욱 강조되어 나타난다. 이때 잠시 변화
하는 꽃 장식의 헤어스타일도 정형적인 여성성을 표현
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라푼젤이 발견한 자아
가 태생적 정체성인 ‘공주’로 회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
로 보여준다. 

그림 5. 역할변화 단계에서 라푼젤의 의복 및 몸짓 표현

정체성 완성 단계에서 라푼젤의 의복 및 몸짓 표현은 
더욱 강하게 정형적인 여성성 이미지를 전달한다. 골반 
내밀기, 팔·다리 몸통에 붙이기, 어깨 올리기, 손목 보이
기, 머리와 몸 옆으로 기울이기 등의 몸짓과 코르셋, 레
이스 등의 장식이 강조된 의복 표현은 작품의 시 적/
배경적 설정을 고려하더라도 이전 디즈니 애니메이션
의 여성 캐릭터들과 구분되어지는 라푼젤의 캐릭터 성
향과 극명한 조를 이룬다.

그림 6. 정체성 완성 단계에서 라푼젤의 의복 및 몸짓표현
  
결국 ‘라푼젤’은 다듬어지지 않은 짧은 머리카락으로 

상징화한 새로운 성향의 여성 캐릭터를 표면적으로 지
향하였으나, 정형적인 성 역할 행동 표현으로 라푼젤을 
말괄량이 소녀가 아닌 전형적인 공주의 이미지로 회귀
시킨다. 또한, 금발의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것으로 상징
되는 정체성 완성이 타인(플린 라이더)에 의해 구현된
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에 적극적/주체적으로 처하는 

변화한 여성상 표현에 한계를 갖는다.

4. 모아나의 성 역할 행동 표현 분석
폴리네시아 문화가 배경이 되는 ‘모아나(2016)’는 마

을의 전통에서 벗어나 바다로 나간 모아나가 섬의 저주
를 풀고 강인한 여성 리더로 성장하는 이야기이다. 변
화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구성 및 관점이 드러나는 작
품으로 러브스토리 없이 중심 캐릭터의 ‘성장’에만 초점
을 두고, 인종이나 성별에 정형화되지 않은 캐릭터 역
할을 표현한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작품에 나타난 성 역할 행동 표현을 보면, 자아탐색 
단계에서 모아나의 몸짓 표현에는 어깨 뒤로 활짝 피
기, 주먹 쥐기, 집게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양쪽으로 다
리 벌려 서기 등 남성성의 이미지를 나타낼 때 사용되
는 동작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차기 족장으로
서 모아나의 정체성과 도전적인 성격 등을 표현하는 요
소로 현재 족장인 아버지의 몸짓 표현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모아나는 스토리 설정
상의 문화적/지역적 배경으로 인해 모든 캐릭터가 전통
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으며, 이야기 전개 단계에 따른 
의상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형성을 
벗어난 몸짓 표현은 성별의 구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전통적 옷차림과 비되어 모아나 캐릭터의 특성을 상
징적으로 나타낸다.

그림 7. 자아탐색 단계에서 모아나의 의복 및 몸짓 표현

역할변화 단계에서 모아나의 몸짓 표현은 남성적 이
미지 표현과 더욱 맞닿아 있다. 이는 전통적 관습과 권
위의 의미인 암초 너머 바다에 도전하고, 스스로 선택
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아나의 주체성을 강
조하여 보여준다. 항해를 위해 스스로 높이 묶은 머리
는 캐릭터의 주체성을 더욱 강조하는 의복 표현이며, 
이전까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여성 캐릭터의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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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변화, 특히 묶은 머리는 활동성이 아닌 정형화
된 여성상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만 나타났던 것과 

비된다.

 

그림 8. 역할변화 단계에서 모아나의 의복 및 몸짓 표현

모아나의 주체적 성향 및 전통적 이미지에서 벗어난 
여성상은 정체성 완성 단계에 나타나는 몸짓 표현을 통
해 더욱 극 화된다. 특히, 이러한 몸짓 표현들은 모아
나와 마우이의 외형적 특징과 조되어 정형성에서 벗
어난 각 캐릭터의 성향을 강조한다. 모아나의 서 있는 
자세나 고개 꼿꼿이 들기, 어깨 뒤로 펴기, 주먹 쥐기, 
허리에 손을 얹기 등 몸짓은 정형적인 남성성, 마우이
의 팔·다리를 몸통에 붙여선 자세나 어깨 올리기, 두 손
을 모아 입 근처에 기 등 몸짓은 정형적인 여성성 표
현의 요소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 후, 모아나는 부족의 
새로운 리더로서 화관을 쓰고 바다에 나가는데, 이러한 
의복 표현은 ‘모아나’에서 나타난 전통적 옷차림이 고정
화된 성 역할 행동 표현과는 무관함을 보여준다.

그림 9. 정체성 완성 단계에 모아나의 의복 및 몸짓 표현

즉, ‘모아나’는 이전의 정형화된 의복 및 몸짓 표현에
서 벗어나, 주체적/도전적 상으로서 주인공 캐릭터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성 역할 행동 표현이 작품 전반에 
나타난다. 특히 조력자인 영웅 마우이와 모아나의 관계
형성 과정이나 문제 해결 상황에서 보이는 두 캐릭터의 

조적인 모습들은 이와 같이 정형성을 탈피한 ‘모아나’
의 시각적 표현들이 더욱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5. 겨울왕국2의 성 역할 행동 표현 분석
북유럽의 신화들을 차용한 ‘겨울왕국2(2019)’는 마법

의 힘을 가진 여왕 엘사가 숨겨진 진실과 능력의 기원
을 찾고, 나라의 위기를 구함과 동시에 진정한 자아정
체성을 갖춘 리더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
다. 전형성을 벗어난 새로운 디즈니 프린세스의 모습을 
제시하며 전례 없는 중적 성공을 거둔 ‘겨울왕국
(2013)’의 속편으로 제작되었으며, 이성애를 벗어난 여
성 캐릭터의 영웅적 스토리와 함께 ‘맨발’, ‘레깅스’ 등으
로 상징되는 도전적, 현 적 여성상을 캐릭터에 적극 
표현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캐릭터인 엘사가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고 해결하며, 숨
겨진 자아정체성의 완성이 스토리 중심이 되는 점과 문
제해결에 조력자 캐릭터(안나)에 한 의존도가 상 적
으로 낮고, ‘정령’이 상징하는 변화한 역할의 리더상이 
제시된 것 등에서 ‘겨울왕국2’를 분석 상으로 선정하
였다.

‘겨울왕국2’는 이전 디즈니 애니메이션 작품들에 비
해 시 적/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의복 표현의 제약이 
적은 편으로, 성 역할 행동 표현의 요소인 캐릭터의 의
복 표현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편이다. 자
아탐색 단계에서 엘사의 의복 표현은 가슴 및 허리가 
강조된 선형과 실루엣, 부드럽고 광택 있는 소재, 파스
텔 톤 및 고채도 색상, 레이스 및 비즈 장식 등 정형적
인 여성 이미지의 표현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은 해당 캐릭터의 독립적 성향 및 리더로서
의 스토리 설정과 조되며, 주변 남성 캐릭터 및 조력
자 안나 캐릭터의 의복 표현은 정형적인 남성 및 여성 
이미지의 요소가 적게 나타나는 부분과 비교된다. 몸짓 
표현에 있어서도 땋은 머리를 통한 목선 보이기, 손을 
모아 가슴 쪽으로 가져가기, 골반 내밀기 등의 몸짓이 
각 장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전형적 ‘공주’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10. 자아탐색 단계에서 엘사의 의복 및 몸짓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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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의복 및 몸짓 표현의 정형성은 엘사 캐릭
터의 독립성 및 주체성이 강조되는 역할변화 단계에서
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숲과 바다, 날씨 등 환경과 
결적 상황 설정에도 엘사의 의복 표현은 비즈, 스팽글 
등 장식성이 강조되고 파스텔 톤의 부드럽고 얇은 소재
가 주를 이루며, 굽이 있는 부츠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치마가 아닌 레깅스의 등장이 전형적인 공주 의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역시 정형화된 여성 
이미지를 전달하는 의복표현 요소의 아이템이다. 이러
한 표현은 주변 여성 캐릭터의 의복 표현과도 비교된
다. 엘사 캐릭터가 표방하는 성향 및 이미지와 조된
다. 한편, 몸짓 표현에서도 결과 같은 격정적 움직임
이 강조되지 않는 일상적 움직임의 장면에서는 팔다리 
몸에 붙이기, 어깨 올리기, 골반 내밀기 등의 정형화된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1. 역할변화 단계에서 엘사의 의복 및 몸짓 표현

정체성 완성 단계에서 엘사의 의복 표현은 캐릭터의 
영웅적 역할 및 독립적 자아정체성의 완성과 달리, 전
형적인 공주 이미지로 극 화되어 나타난다. 더욱 부드
럽고 얇아진 소재는 신체에 피트(fitted)된 실루엣을 잘 
드러내며, 스팽글과 비즈 장식 등이 정형적 여성 이미
지의 아이템들에 적용되었다. 흰색에 가까운 색상 표현
도 정형적 남성 이미지의 표현 요소인 한색보다는 고명
도의 파스텔 톤 색상 사용으로 볼 수 있다. 또, 이전 장
면들에서 활동성을 위해 묶었던 것과 달리 길게 푼 헤
어스타일의 표현 변화도 같은 맥락의 이미지를 전달한
다. 또한, 이전부터 지속적/반복적으로 나타나던 정형
적 여성성의 몸짓 표현들은 이와 같은 이미지 전달을 
강화시킨다.

그림 12. 정체성 완성 단계에 엘사의 의복 및 몸짓 표현

따라서 ‘겨울왕국2’는 이전 ‘디즈니 프린세스’와 차별
성을 갖는 현 적 여성상의 공주로서 엘사 캐릭터 설정
과 스토리 구성을 지향하고 있으나, 시각적 표현을 통
한 성 역할 행동 표현에는 기존의 정형화된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는 엘사 외 주변 캐릭터는 정형화된 남성
성 및 여성성의 이미지 표현에서 벗어난 것과 조되
며, 독립적/능동적으로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여성 캐릭
터 표현 및 성 역할 행동 표현에서 이전 작품들이 갖고 
있던 한계점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다.

Ⅴ. 결론

중적 문화 콘텐츠로서 소비 및 수용되는 애니메이
션은 당 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가치관을 스토리에 반
영하며, 등장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을 통해 성 역할에 

한 관점과 가치관을 나타낸다. 따라서 관객들은 애니
메이션 작품을 감상하고 캐릭터의 이미지를 받아들이
는 과정에서, 작품 내 다른 내용과 함께 표현된 성 역할 
행동을 사회적/문화적으로 통용되는 여성 및 남성의 이
미지로서 학습하고 수용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의 표현적 특성과 작
품 및 캐릭터 수용에 따른 영향에 초점을 두고, 현 에 
들어 애니메이션의 스토리 구성 및 주요 캐릭터 설정에 
변화가 나타난 것과 같이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성 역할 
행동 표현에도 시 적/사회적 흐름에 따른 변화가 있는
지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수용되
는 표적 문화콘텐츠이며, ‘디즈니 프린세스’로 표되
는 여성 캐릭터들을 시 에 따라 변화하여 표현해 온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분석 상으로 선택하였다.

정형화된 여성 및 남성 이미지를 전달하는 의복 표현
과 몸짓 표현 요소를 기준으로 각 작품에 나타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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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을 분석한 결과, ‘뮬란’은 주
인공 캐릭터의 성향 및 스토리에 따라 정형화된 이미지
를 벗어난 의복과 몸짓 표현을 시도하였으나, 자아정체
성의 완성이 결혼으로 마무리되는 스토리 구성으로 몸
짓 표현에서도 전형적 성 역할 행동 표현이 나타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라푼젤’은 더욱 독립적/도전적인 
성향의 여성 캐릭터 설정과 스토리 구성에도 전형적인 
‘공주’ 이미지를 전달하는 의복 및 몸짓 표현이 강하게 
나타나, 공주 캐릭터의 이미지 변화를 강조한 표면적 
내용과 조되는 성 역할 행동 표현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모아나’는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는 여성 캐릭터 설정과 함께 정형성을 탈피한 의복 및 
몸짓 표현으로 시 적 변화에 따른 애니메이션의 스토
리, 캐릭터 구성과 성 역할 행동 표현의 발전 및 변화가 
나타났다. ‘겨울왕국2’는 가장 현 적 여성상과 성 역할 
행동에 한 변화한 관점을 나타낸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주인공인 여성 캐릭터의 의복 및 몸짓 표현
에서는 정형적 여성 이미지의 표현 요소가 더욱 극 화
되어 나타났다. 이는 정형성을 탈피한 주변 캐릭터 표
현 및 스토리 구성과 조되는 부분으로, 주인공으로서 
여성 캐릭터의 성역할 행동 표현에 반영된 연출적인 고
정관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시 적/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설정 및 스토리 구성의 변
화에 달리, 여성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에는 여전히 전
형적/편향적 성 역할 행동 표현 및 인식이 나타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시각적 표현들은 강한 상
징적 이미지와 암시적 의미를 전달하는 연출 요소로서, 
수용자가 애니메이션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는 과정에
서 작품에 반영된 제작자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수동적
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라푼젤’
과 ‘겨울왕국2’의 사례를 통해 애니메이션 작품이 표방
하는 캐릭터 이미지와 실제적으로 나타난 의복 및 몸짓 
표현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러한 시각적 표현에 내포된 
성 역할 행동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한 중요
성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여성 캐
릭터 중 가장 진취적인 여성상을 상징하는 ‘겨울왕국2’ 
엘사 캐릭터의 의복 표현에서, 오히려 이전 여성 캐릭
터보다 소재, 색상, 장식, 아이템 등 모든 요소에 정형적 

여성 이미지 표현이 극 화된 점은 현  사회에서 중
적으로 소비 및 수용되는 성 역할 행동의 고정적 이미
지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애니메이션은 성 역할에 있어 사회문화적 변화 현상
을 반영함과 함께 보다 앞선 관점에서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 상품으로서 

중적 소비를 우선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시  
다수의 관객이 익숙하게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 
역할 표현을 재생산하고 편향적 의미를 전달하기 쉽다. 
이는 해당 콘텐츠 수용자의 성 역할 표현에 한 자연
스러운 인식 고착을 유발 및 강화할 수 있으므로, 애니
메이션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시각적 표현에 담긴 의미
와 상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애니메이션
의 주요 수용자가 어린이 및 청소년임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수용자들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사회적 자아
상과 동일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애니메이션 리터러
시와 교육에 한 다각적인 후속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분석이 문헌과 사례에 한정하여 작품에 나타
난 시각적 표현과 실제 수용자의 인식에 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한계점으로 갖는다. 그러나 여성 
캐릭터의 스토리상 주체성과 실제적 시각적 표현을 비
교하여 성 역할 행동 표현을 분석한 점에서 추후 어린
이 및 청소년의 애니메이션을 통한 성 역할 인식과 애
니메이션 리터러시 교육에 한 연계 연구와가 진행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의 성 역할 행동과 시각적 표현에 따른 수용자 집단별 
반응 및 실질적 효과에 한 분석, 교육적 영향에 초점
을 맞춘 후속 연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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