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91

http://dx.doi.org/10.14400/JDC.2015.13.10.491

인체비례론에 근거한 EBS 유아동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신비율 분석 

김석래*, 정진헌**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멀티미디어학과 박사과정*,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By Theory of Proportion the Human Body, An Analysis on 

Character's Proportion in Kids TV Animation on EBS

Suk-Rae Kim
*
, Jean-Hun Chung

**

Dept. of Graduate School of Digital Image and Contents the Doctor's course*

Dept. of Graduate School of Digital Image and Contents Professor**

요  약  중요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하나인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우, 작품을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파생 콘텐츠를 양
산, 관련 콘텐츠산업의 동반성장과 콘텐츠시장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유아동 TV 애니메이션의 경우, 디지털콘텐츠의 핵
심 기능인 오락적 가치에 교육적 가치를 더함으로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라는 융합형 콘텐츠로서, 대중적 인지
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형요소로서 인체비례론이 가지는 이론적 중요성을 근간으로, 현재 EBS에서 방영중인 작품들의 캐릭터들
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비율을 측정, 그 결과를 분류,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통하여, 현재 선호하는 유아동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등신비율에 대한 현황파악과 함께, 캐릭터 개발에 실질적 활용과 적용이 가능한 디자인 창작지표를 제시하
는 것에 연구의 목적과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유아동 TV 애니메이션, 융합형 콘텐츠, 캐릭터, 등신비율, 창작지표

Abstract  The potential competency from the animation industry, as known as a foundation which spawned a 
variety contents from the piece of work, has a high importance in the content development field. The pivotal 
role of the domestic animation industry has produced the term of convergence content which composed by both 
educational elements and entertainment features especially from the domestic kids TV animation industry. This 
study analysis the ideal indicator of the preferred characteristic design being broadcasted on EBS, not only 
presenting the status of the character proportion rates but also proposing the creative aesthetic indication where 
the substantial leverage would be available a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Key Words : Kids TV animation, Convergence content, Character, Proportion, Creative aesthetic indication

Received  4 August 2015, Revised 14 September 2015

Accepted 20 Octo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Jeanhun Chung (Dongguk Graduate 

School of Digital Image and Contents, Professor) 

Email: evengates@gmail.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인체비례론에 근거한 EBS 유아동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신비율 분석 

49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Oct; 13(10): 491-499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그 

문화 , 경제  가치와 함께,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산업

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빠른 발 을 거듭하고 있으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존 기업들은 안정  수익과 시

장의 확 를 목표로, 벤처 심의 신생기업들은 시장의 

진입을 목표로 많은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

황이다.  

요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하나인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우, 아직까지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차지

하는 시장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애니메이션 작

품을 바탕으로 완구, 게임, 테마 크 등과 같은 다양한 

생 비즈니스 콘텐츠를 양산, 련 콘텐츠산업의 동반성

장과 콘텐츠시장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잠재  역량

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을 상으로 하는 국내 유아동 애

니메이션의 경우, 그간 지상 를 심으로 안정 으로 

콘텐츠를 노출할 수 있다는 이 (利點)을 활용하여, 콘텐

츠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락  기능에 교육

 기능을 추가, 에듀테인먼트[1]1) 콘텐츠로서  인

지도를 제고, 내외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본 논문은 애니메이션 작품을 에게 각인시키는데 

있어서 요한 애니메이션의 시각  구성요소이자, 독립

된 콘텐츠로서 한 그 가치가 높은 국내 TV 유아동 애

니메이션의 캐릭터 분석연구로서, 캐릭터 디자인을 함에 

있어 요 조형요소로 신 히 고려되고 용되는 등신비

율을 분석, 캐릭터 개발 시 활용할 수 있는 창작지표를 

제공함과 동시에, 조형  요소로서 가장 선호되는 캐릭

터 비율의 황을 악해 본다는 것에 연구의 목 과 의

의가 있다고 하겠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인체비례란, 인체에 깃든 아름다움을 수학  비례체계

로 해석한 것으로, 조형미술에 있어서 요한 미학  기

1) 에듀테인먼트는 교육과 오락의 2요소를 균형있게 접목, 실
증을 느끼지 않고 즐기면서 교육적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영상, 음악, 애니메이
션, 게임 등의 여러 형태와 교육적 요소가 복합된 교육체제
나 교육용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다. 

개념의 하나라 할 수 있다[2]. 이런 에서 인체비례

에 한 학문  연구와 실무  용은, 애니메이션 작품

의 등장인물인 캐릭터를 시각 으로 구체화하는데 있어

서 필수 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의 

연구목  부분에서 밝혔듯이, 유아동 상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개발 시, 캐릭터 비례와 련하여 활용 가능한 디

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먼  캐릭터 비례의 요성을 인체비례론을 

바탕으로 요약함과 동시에, 한국 교육 방송 공사(EBS)에

서 방 되고 있는 유아동 3D 애니메이션 작품들의 주요 

캐릭터들을 조사, 정리하는 것을 선행연구로 진행하 다. 

다음으로 인체비례론에 근거하여 캐릭터 선정 기 을 확

립한 후, 이에 하여, 분석할 캐릭터들을 선정, 각각의 

캐릭터 비례를 추출하 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각각의 

캐릭터 등신비례 수치를 분류, 분포도로 구성한 후에, 그

것을 활용하여 최종 분석결과를 도출함으로서, 본 연구

를 마무리하 다.

아래의 [Fig. 1]은 앞에서 언 된 연구의 범 와 순서

를 요약한 그림으로, 본 연구의 체 인 과정과 함께, 캐

릭터 선정과 분류, 그리고 분석을 해 제시되고 용된 

근거들을 단계별로 간략히 정리해 놓은 것으로, 단계별 

세부내용들은 본문의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Fig. 1] Research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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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릭터 창작시 등신비율의 중요성

2.1 인체비례론

비례의 사  정의는 체와 부분, 는 부분들 사이

의 크기 계를 수량 으로 나타낸 것으로  수치

가 아닌 상 인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며, 인체비례 역

시 인간 신체의 일부를 기 으로 하여 다른 몸의 부분이 

어떤 비율로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를 의미한다

[3]. ‘인간은 만물의 척도’2)라는 개념에서 시작된 인체비

례에 한 인류의 심은 고 부터 성술이나 의료  

목 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 용되어 왔으나,  인체

를 상으로 이상 인 인체의 비례를 수량 으로 표 하

려는 시도는 그리스 고  후기인 BC 5세기가 되어서야 

시작되었다[4]. 

인체에 용된 비례는, 기 이 되는 표  단 나 측정 

단 가 인체의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에서 

측정이 될 수 있는데, 조형  측면에서 일반 으로 사용

되는 측정기 은 두정에서 아래턱까지의 두상을 기 으

로 신장의 비율을 측정한 등신비율이라 할 수 있으며, 앞

서 언 처럼 비례란 상  개념이기에 동일한 신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두상의 크기에 따라서 등신비율이 달

라질 수 있다. 이처럼 비례를 활용하여 조화와 균형을 통

한 이상 인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 하려는 인간의 노력

은, 균형미와 조화미에 심을 둔 그리스 시 부터 치

한 표 에 심을 둔 로마 시 , 그리고 비 실  사실성

의 표 에 심을 둔 르네상스 시 를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이상 인 인체의 등신비율

로 고  그리스의 조각가, 폴리클 이토스(Polycletus)의 

조각상인 도리포로스(Doryphoros)의 7등신이 표 인 

인체비례의 교과서로 자주 언 되기는 하지만, 이상 인 

등신비율은 인체의 아름다움에 한 선호도의 변화에 따

라서 시 별로 그 표 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2)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프로타고라스(Protagoras)의 말로, 그
의 인식론상(認識論上)의 입장을 표명하는 이른바 인간 척
도의 명제. 명제중의 인간은 종종 인간 전체의 뜻으로 해석
되는데 원래는 개개의 인간을 가리키며, 동일한 사물과 사상
에 대한 감각적 지각 및 판단은 개개의 인간에 의해 다르거
나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모든 판단의 기준은 개개
의 사람에게 속한다는 뜻이다. 두산백과. 

2.2 유아동 애니메이션 캐릭터 비율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동을 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은 방송통신심의 원회에서 제정한 ‘방송 로그램의 등

분류  표시 등에 한 규칙’3)에 따라, 모든 연령 시청

가에 해당되기에 주제  내용이 취학  어린이를 포함

한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 하지 않아야 

하며, 폭력 , 선정  표  는 부 한 언어사용이 없

으며, 일반 으로 용인되지 아니 하는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과 련하여 모든 연령의 시청자에게 정신 , 육

체 으로 유해한 표 이 없어야 한다는 세 가지 기 에 

부합되어 제작되어야 한다[5]. 따라서 이러한 심의 기

을 수하면서 완성도 높은 캐릭터를 창조하기 해서는 

형태, 색상, 소재등과 같은 많은 시각  조형요소들을 고

려해야만 하는데, 등신비율 한 캐릭터의 외형을 결정

짓는데 있어서 요한 조형요소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와 연 지어, 유아동 애

니메이션 캐릭터 창작 시, 요 조형요소로서 비율의 

요성을 언 한 기발표된 연구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유아동의 경우, 그림을 그릴 때 사람표 에서 머리

를 동그랗게 몸은 삼각형으로 그리며 팔과 다리를 가는 

선으로 표 , 이를 등신비율로 용하면 2에서 3등신 형

태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에서 유아들에게 가장 친

감을  수 있는 캐릭터 등신은 이에 근 한 비율[6]이라 

할 수 있으며, 캐릭터의 비례는 가로, 세로의 비례에 의한 

심미  요소만으로 단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 움직임

에 한 기능과 표 의 기능 한 포함하고 있으며, 배타

 독립구조가 아니라 다른 형상들과의 계를 바탕으로 

한 상호의존  특성을 지니는 요소[7]라 하겠다. 

간략히 요약하면 조형요소로서 유아동 상의 캐릭터

에 용되는 등신비율은, 인지발달에 근거하여 유아동의 

선호도와 다른 조형요소들과의 계를 종합 으로 고려

하여 그 비율이 선정되고 용되어야 하며, 이 게 용

된 캐릭터 비율은 방송심의규칙에 하여 시각 으로 선

정성과 폭력성을 피할 수 있는 디자인 결과물이라고 정

리할 수 있다.

3) 제정 2008. 6. 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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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동 애니메이션 캐릭터 비율 분석 

3.1 분석 대상 캐릭터 선정 과정 

본 연구에서 가장 요한 과정은, TV 유아동 애니메

이션의 캐릭터 비율 분석을 진행할 상, 즉 캐릭터를 선

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먼  선정 과정을 간략히 요약, 설

명하면, 첫째, 지상  채  선정의 과정, 둘째, 애니메이

션 작품 선정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분석 상 

캐릭터 선정의 과정, 이 게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각의 과정은 이  단계에서 선정된 범주(範疇)를 

바탕으로 하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의 계층구조로 이

루어져 있다. 각 단계별 세부내용에 한 설명은, 다음의 

본문에서 선정 기 을 심으로 각각의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다음의 [Fig. 2]는 분석의 상이 되

는 캐릭터들의 선정 과정을 단계화, 체 인 흐름을 보

여주는 도표이다.

[Fig. 2] Process of character for analysis

첫째, 채  선정의 과정은, 먼  유아동을 주시청층으

로 하는 5개 지상  채 들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일주

일간 수검사를 실시하 다. <Table 1>에 정리해 놓았

듯이, 지상  5개 채 들 , 방 인 애니메이션 작품

수로는 72.9%(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방 횟수로는 

83.5%로 압도 으로 많은 애니메이션 작품들과 노출빈

도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를, 본 연구의 캐

릭터 등신비율 분석을 한 상 채 로 일차 선정하

다.

Channel
# of broadcasting 

program

# of times being 

broadcasted

EBS 43 programs 137 times

KBS1 4 programs 7 times

KBS2 5 programs 12 times

MBC 4 programs 4 times

SBS 3 programs 4 times

<Table 1> Number of broadcasting program & 
times for each terrestrial TV channel

둘째, 애니메이션 작품 선정의 과정은 에서 수검

사로 악된 EBS의 43개 방  작품들을 목록화한 후,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8]4)의 어린이집 주  운

시간을 근거로, 오  9시 이후와 오후 4시 이 에 등원과 

하원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주시청 시간을 어린이집 

등원 인 오  7시부터 9시, 하원 후인 4시부터 6시 사

이로 설정한 뒤, 복 방 되는 작품은 하나의 로그램

으로 산정하여, 총23개의 작품들을 우선 선정하 다. 그 

후에 작품들을 표 기법을 기 으로 다시 분류, 표 기

법상 체의 82.6%를 차지하는 19편의 3D 애니메이션 

작품들에서, 극장  애니메이션 작품을 원작으로 제작된 

드림웍스사의 3D 애니메이션 작품인 ‘드래곤길들이기’는 

순수 TV용 작품이라고 볼 수 없기에, 한 일본 고단샤

에서 제작된 3D 애니메이션 작품인 ‘곤’은 국내 애니메이

션 작품으로 볼 수 없기에 제외함으로서, 17편을 연구를 

진행할 상 작품으로 선정하 다. 덧붙여, 재 부분

의 유아동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표 기법 상, 3D로 제작

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작품의 경향과 의 선호도

가 반 된 연구결과를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보

다 명확한 분석을 해 범주를 한정한다는 측면에서, 3D 

애니메이션 작품들만으로 본 연구의 분석을 진행하는 것

에 무리가 없다는 견해를 밝힌다. 다음의 <Table 2>는 

최종 정리된 애니메이션 작품들의 목록이다.

4)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
로 주중의 경우, 7시 30분부터 19시 30분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 및 그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미리 영유
아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조정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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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rogram name Expression Note
01 Cocomong 3D

analysis

02 Boing the play ranger 3D
03 Balloopo 3D
04 TAYO-the little bus 3D
05 Duda & Dada 3D
06 Tickety Toc 3D
07 Zack & Quack 3D
08 Robocar POLI 3D
09 Pororo-the little penguin 3D
10 Vroomiz 3D
11 Detective Peet 3D

analysis

12 Oops! i-kooo 3D
13 Super wings 3D
14 Oscar's oasis 3D
15 Bubble bubble marin 3D
16 Wonderballs 3D
17 Pao pao 3D

18 Gon
3D

(Overseas production)

exemption
19 Dragons-defenders of berk

3D

(Based on movie version)
20 Canimals live action + 3D
21 Moya moya live action + 3D
22 Space jungle live action + 3D
23 Papier 2D

<Table 2> List of target program for analysis

셋째, 최종 분석 상 캐릭터 선정 과정은, 앞에서 선

정된 17작품들의 웹사이트를 활용, 해당 작품의 주요 캐

릭터들을 악하기 해 진행된 1차 선정의 과정과, 인체

비례론을 용하여 등신비율의 측정이 가능한 캐릭터와 

불가능한 캐릭터를 분류하기 해 진행된 2차 선정의 과

정으로 나 어 정리할 수 있다. 두 과정들에서 용된 각

각의 선별기 에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 , 1

차 선정의 목 인 각 작품의 주요 캐릭터들을 악하기 

하여 해당 로그램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많게는 

21개부터 게는 3개까지 캐릭터들이 주, 조연의 구분이 

모호하게 웹상에 나열되어 있는 이유로, 평균개수인 9개

를 최 수로 한정하여 17개 작품에서 총 122개의 캐릭터

를 1차 선정하 으며, ‘발루포’의 캐릭터인 고든과 슬림, 

‘두다다쿵’의 캐릭터인 피기와 퍼기, ‘잭과팡’의 캐릭터인 

다미와 라미는 작품 속에서 동일한 외형을 가지고 항상 

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1개의 캐릭터로 보고 산정하

다. 다음으로 비율분석을 진행할 캐릭터들의 선정을 목

으로 한 2차 선정의 과정에서는, 인체비례론을 근거로 

두상 구분 가능, 사지(四肢) 보유, 이족 직립보행 가능, 이

게 세 가지 기 들을 먼  확립한 후에, 이에 하여 

각각의 캐릭터를 분류, 작품별로 정리함으로서 등신비율 

분석을 진행할 81개의 캐릭터들을 최종 으로 선정하

다. 덧붙여 조류 형태의 캐릭터는 해당 캐릭터를 작품상

에서 분석하여, 인간의 이족 직립보행에 근 한 움직임

을 보여주는 캐릭터만을 한정, 본 연구의 분석 상에 포

함시켰다. 

다음의 <Table 3>은 1, 2차 분류과정을 통하여 본 연

구의 분석 상으로 최종 선정된 캐릭터들을 작품별로 

보여주는 표이다. 부연설명을 덧붙이면 17개의 작품들에

서 ‘꼬마버스 타요’, ‘부릉!부릉! 루미즈’, ‘버블버블 마

린’, ‘원더볼즈’, 이 게 네 개의 작품들의 경우, 다수 

는 모든 주요 캐릭터들이 자동차와 잠수함, 비 방울, 그

리고 공이라는 실제 사물의 외형을 최 한 유지하면서 

등신의 구분이 없는 형태로 되어 있어, 앞에서 확립한 본 

연구의 분석기 에 부합치 못하여 제외되었음을 밝힌다.

 

Program name Analysis character
Exemption 

character

01

Cocomong 

02
Boing the play 

ranger

03

Balloopo

04
TAYO-the 

little bus

 

and other 6 

05

Duda & Dada

06

Tickety toc

07

Zack & Quack

08

Robocar POLI

<Table 3> List of character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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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Pororo-the 

little penguin

10

Vroomiz
and other 6

11

Detective peet

12

Oops! i-kooo

13

Super wings

14

Oscar's oasis

15
Bubble bubble 

marin
and other 8

16

Wonderballs
and other 8

17 P

ao pao

 

3.2 캐릭터 비율 측정방법과 분류기준

3-1에서 최종 선정된 81개의 캐릭터들을 상으로 등

신비율의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캐

릭터 등신비율 산정(算定)방법과, 최종 분석을 해 산정

된 각각의 등신비율을 분류하고 정리할 때, 용할 수치

범 의 기 에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  등신 산정의 과정을 방법 으로 언 하면, 캐릭

터 등신비율의 산출방법은 정자세의 캐릭터 외형을 실루

엣으로 처리한 후에 두상을 기 으로 체 등신의 비율

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 이나, 이는 정자세의 캐릭터시

트(character sheet)가 제공된 경우에 국한되는 것으로, 

실 으로는 제작사의 외비로 리되는 캐릭터시트

를 활용하여 등신비율을 측정하는 것은 여의치 않은 것

이 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 상으

로 선정된 작품의 웹사이트상에 소개된 캐릭터 이미지들

을 가지고, 이를 이미지 편집 소 트웨어를 활용하여 정

자세로 수정, 실루엣으로 처리한 후에 캐릭터별 등신비

율을 산출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각 캐릭터별로 산출된 비율값들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할 때 용할 분류의 기 수치에 하여 언

하면, 1.5등신 이상 4.9등신 이하의 비율은 수치값의 범

를 0.5 단 로 세부화하여 분류하고, 5등신부터는 수치

값의 범 를 1.0 단 로 분류, 그리고 1.4등신 이하는 하

나의 범 로 분류하여 상 캐릭터들의 분석연구를 진행

하도록 하겠다. 본 분석연구의 등신비례 수치범 를 

와 같이 지정한 이유는, 캐릭터 등신비율과 련한 기존

의 연구들에 따르면, 유아동 상의 캐릭터의 경우에는 

성인의 이상 인 등신비율로 언 되는 7에서 8등신의 비

율이 아닌, 2에서 4등신 사이의 비율을 용하여 최 한 

귀여우면서 아기자기함을 보여  수 있는 등신비율을 선

호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근간으로, 

유아동 상의 캐릭터 등신비율로 선호도가 높은 2에서 

4등신의 비율을 심으로, 앞뒤의 편차를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된 등신비율의 수치를 산출해 으로서, 추후 유아

동 상의 캐릭터 제작에 실질  활용이 가능한 결과를 

득하도록 하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 다음의 표 <Table 

4>는 에서 언 된 각각의 등신비율을 분류할 시, 용

할 수치값의 범 를 정리한 것이다. 

 Numerical value range

01 Below 1.4

02 Above 1.5 - Below 1.9

03 Above 2.0 - Below 2.4

04 Above 2.5 - Below 2.9

05 Above 3.0 - Below 3.4

06 Above 3.5 - Below 3.9

07 Above 4.0 - Below 4.4

08 Above 4.5 - Below 4.9

09 Above 5.0 - Below 5.9

10 Above 6.0 - Below 6.9

11 Above 7.0 

<Table 4> Range of classification

3.3 캐릭터 등신비율 산출결과와 분석 

각각의 산출된 캐릭터 등신비율 수치들을 가지고 분

석과정을 진행하기 해서, 앞서 확립한 <Table 4>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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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 에 하여, 산출된 81개의 캐릭터 등신비율들에 

한 분류작업을 먼  진행하 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각 

캐릭터별 수치를 재차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각 등신별 비율을 보여주는 분포도 작성을 마무리하 다. 

다음의 <Table 5>는 수치범주에 해당되는 캐릭터들을 

분류, 각각의 범 에 해당되는 캐릭터의 수와 각 캐릭터

별 등신비율이 최종 정리된 표로, 표기된 등신비율은 소

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된 수치임을 밝힌다.

Range Character Character Character
Below 1.4 (0) n/a2.3

Above 1.5 - 

Below 1.9

(28)

1.5 1.5 1.9

1.8 1.6 1.8

1.5 1.5 1.8

1.8 1.8 1.5

1.9 1.8 1.9

1.6 1.9 1.5

1.6 1.6 1.5

1.7 1.8 1.6

1.7 1.7 1.7

1.8

Above 2.0 - 

Below 2.4

(25)

2.2 2.4 2.5

2.1 2.3 2.4

2.1 2.2 2.1

2.4 2.0 2.1

2.4 2.1 2.4

2.4 2.4 2.2

2.3 2.1 2.3

2.0 2.1 2.4

2.0

<Table 5> Character classification by range of 
proportion 

Above 2.5 -

Below 2.9

(11)

2.5 2.8 2.6

2.6 2.6 2.7

2.6 2.9 2.8

2.8 2.6

Above 3.0 -

Below 3.4

(6)

3.2 3.0 3.2

3.2 3.0 3.3

Above 3.5 -

Below 3.9

(6)

3.6 3.7 3.6

3.7 3.8 3.6

Above 4.0 -

Below 4.4

(2)

4.2 4.2

Above 4.5 -

Below 4.9

(0)

n/a

Above 5.0 -

Below 5.9

(2)

5.5 5.3

Above 6.0 -

Below 6.9

(0)

n/a

Above 7.0 

(1)
7.1

[Fig. 3] Distribution chart by classification of 
pro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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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율범 에 해당되는 캐릭터 수를 백분율로 계산

하여 구성된 [Fig. 3]의 분포도에서 알 수 있듯이, 1.5등신 

이상 1.9등신 이하의 범 가 체의 34.6%(소수  둘째

자리 반올림)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으며, 2.0등신 

이상 2.4등신 이하가 30.9%, 2.5등신 이상 2.9등신 이하가 

13.6%, 3.0등신 이상 3.4등신 이하와  3.5등신 이상 3.9등

신 이하가 동일하게 7.4%의 순으로 비 을 차지하고 있

다. 이러한 수치들을 조합하여 분석해보면, 가장 선호도

가 높은 유아동 TV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등신비율은 1.5

등신 이상 1.9등신 이하의 비율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1.5등신 이상 2.9등신 이하의 백분율의 합산이 체 캐릭

터의 79.1%나 된다는 에서, 다수의 유아동 TV 애니

메이션 캐릭터들은 1.5에서 3등신 미만의 등신비율로 디

자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이 한 캐릭터 

등신비율의 선호도를 반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

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4.0등신 이상의 비 은 체의 6.2%로 그 

비 이 미미하며, 앞의 <Table 5>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범 에 해당되는 모든 캐릭터들이 인간형 캐릭터라는 

에서, 4.0등신 이상의 비율은 동물이나 사물이 의인화된 

캐릭터의 등신으로는 그리 매력 인 비율이 아닌 것으로 

분석, 정리할 수 있겠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캐릭터 창작의 요 조형요소의 하나로

서 고려되고 용되는 캐릭터 등신비율을, EBS에서 방

하는 유아동 애니메이션의 주요 캐릭터들을 상으로 

측정,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

여, 최  본 연구에서 지향했던 목표인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보다 세분화된 유아동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신비율을 추출, 실무  활용 가능한 창작지표의 제시해

보겠다는 소기의 목 을 득했다고 자평할 수 있겠다.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는 독창 일수록 신뢰도와 인지

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개성 인 표 을 통하여 고유

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어야한다[9]는 에서 알 수 있

듯이, 새로운 캐릭터를 창작함에 있어서 차별화된 고유

의 이미지를 캐릭터에게 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곧 해당 캐릭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분수령

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별화의 과정들이 곧 캐릭터 

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캐릭터 차별화 작업이란, 

캐릭터에게 단순히 외형  특징만을 시각 으로 부여하

는 행 가 아니라, 탄탄한 내러티 인 이야기 구성을 

제로 다양한 조형요소들을 시각 으로 균형감 있게 

용해야만, 스토리를 효과 으로 달하는 수단으로서, 

한 독립된 하나의 콘텐츠로서 에게 심과 사랑을 

받는 캐릭터가 탄생될 수 있으며, 이런 에서 캐릭터 

등신비율은 요한 조형요소의 하나로서, 캐릭터 창작시

에 신 히 고려되고 용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아동 련 캐릭터뿐만 아니라 캐릭터 

창작 반에 한 학계의 지속 인 연구와 실무의 다양

한 시도들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국내 창작 캐릭터들이 

지속 으로 양산, 문화산업의 첨병으로서 그 활용의 폭

이 더욱 넓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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