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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아동 애니메이션 작품의 등장인물인 캐릭터의 경우, 작품의 핵심적 시각요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
양한 형태의 관련 비즈니스를 전개하는데 있어 핵심 콘텐츠로서 또한 그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물을 인식할 때 단순한 형태를 더 빠르고 명확히 인식한다는 인간의 인지능력을 근거로, 기하학 평면도형을 활용
하여 캐릭터 기본 형태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분석 기준을 확립, 이를 EBS에서 방영되고 있는 국산 유아
동 애니메이션 작품들의 캐릭터들에게 적용하고 그 결과를 산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유아동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외형을 결정짓는 기본 평면도형의 유형을 파악, 두상에서는 정원의, 몸통에서는 세로방향 원형 형태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캐릭터 제작 시, 실무적 적용이 가
능한 객관적 디자인 창작지표의 하나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주제어 : 유아동 TV 애니메이션, 시각요소, 기본 평면도형, 캐릭터 외형, 창작지표

Abstract  Specially, the character in the kids animation is the fundamental visual element, and also has the 
high value which is to connect to various related business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analysis 
for character’s appearance by the basic plane figure, and it has studied on the authority of recognition 
capability which is to catch the simple shape rapidly and clearly rather than complex shape. For this study, I 
established the standard of analysis and then applied that to the characters which were selected in broadcasting 
domestic kids animation on EBS. Through this procedure, I analyzed character’s appearance with the 
distribution chart. As the result, the circular and oval shapes are the most frequently used shapes for 
character’s appearance. Finally, I expect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one of the design index for the 
character creation in practic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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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조업과 비교하여 비용과 효율의 측면에서 상  

우 를 지니고 있는 콘텐츠산업은 경제 , 문화  가치

로 인하여 그 요성이 지속 으로 높아지고 있다. 요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하나인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의 경

우, 원작을 바탕으로 기획되고 개되는 다양한 형태의 

련 비즈니스를 양산함으로서, 련 콘텐츠산업의 동반

성장과 함께 콘텐츠시장의 확장을 도모, 애니메이션이라

는 독립된 콘텐츠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원천 콘텐츠

로서 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취

학 아동을 상으로 하는 국내 유아동 애니메이션의 경

우, 유아동과 그의 부모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에듀테인

먼트1) 콘텐츠의 하나로 성장해오면서, 일정 수  이상의 

내외 경쟁력을 확보,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큰 축으

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과 동시에, 키즈카페, 장난

감, 서 , 뮤직컬 등과 같이 작품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련 비즈니스의 근간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 작품의 요 구성요소로서, 작

품을 에게 효과 으로 부각시키는 핵심  역할을 담

당, 작품의 가치를 더함과 동시에, 련 비즈니스를 기획

하고 실행할 때, 원소스멀티유즈(one sauce multi use)의 

핵심 콘텐츠로서 그 활용의 정 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캐

릭터 련 연구로, 복잡하게 변형된 기하학  형태들 보

다는 단순한 형태를 쉽게 인지하는 것이 보편 [2]이라

는 인간의 인지이론을 바탕으로,  요 조형요소의 하나

인 형태의 분석에 연구의 을 두었다.

이를 해, 국내 유아동 애니메이션 작품의 등장캐릭

터들을 상으로, 캐릭터의 외형을 시각 으로 구체화하

는 과정에서 용이 된 기본 평면도형을 추출,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 으로서, 추후 유아동을 상으로 하는 

캐릭터의 개발에 그 용과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본 연구의 주요 목 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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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교육학회, 
HRD 용어사전, 중앙경제, 2010.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들은 고유의 기본 형태를 지니

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보는 이로 하여  시각 으로 가

장 직 인 차이 을 인지한다는 에서, 형태는 요

한 조형  요소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조형요

소로서 형태가 가지는 요성은 단지 시각  차별 으로

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형태 안에 내재된 고유의 의미를 

표출함으로서, 보는 이에게 차별화된 심미  이미지를 

달한다는 측면에서 한, 간과할 수 없는 요한 미학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보면, 특정한 

념이나 심상을 달할 목 으로, 의인화나 우화 인 방

법을 통해 시각 으로 형상화되고 고유의 성격 는 개

성이 부여된 가상의 행 주체[3]인 캐릭터를 디자인함에 

있어, 형태는 요한 조형요소의 하나로 고려되어야 하

며, 이를 해 기존의 캐릭터 형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개발에 극 반 하는 일련의 과정은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의 연구목 에서 밝혔듯이, 유아동 

상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개발 시, 캐릭터 형태와 련

하여 실무 으로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기 해서, 조형요소의 에서 기본 평면도형이 

가지는 요성과 캐릭터를 발 시켜가는 시각화 과정의 

에서 평면도형의 요성에 하여 요약, 정리하는 

것을 선행연구로서 우선 진행하 다. 그 후 분석 기 을 

확립,  본 분석연구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유아

동 애니메이션 작품들의 주요 캐릭터들을 한국 교육 방

송 공사(EBS)에서 방 하는 국산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심으로 조사, 정리, 선별한 뒤, 이를 표본집단으로 하여 

기본 평면도형을 입하여 각 캐릭터별 결과를 추출, 이

를 가지고 각 형태별 수치를 보여  수 있는 분포도를 구

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함으로서, 본 연

구를 마무리하 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 국산 애니메이

션 작품의 범 는 공동제작을 포함한 의미임을 밝힌다. 

다음의 [Fig. 1]은, 체 인 연구의 진행 과정과 분석

을 해 용된 분석 기 과 연구의 상이 되는 표본집

단의 선정 근거를 간략히 정리해 놓은 것으로, 본 연구의 

체 인 흐름을 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한 것이 목

이며, 각각의 세부내용들은 본문의 해당 부분에서 자세

히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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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procedure

2. 평면도형의 활용과 캐릭터 디자인

2.1 조형요소로서 기하학 평면도형

먼  기하학 도형의 사  의미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물체는 치, 모양, 크기, 빛깔, 무게 등을 가지

고 있으나, 물체에 한 기하학 측면의 근은 물체가 어

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는 무게나 빛깔 등은 배제하고, 

단지 그 치와 모양 크기만을 고려할 때 비로소 도형이

라는 말을 쓰며, 이러한 도형이 평면 에 존재할 때 평면

도형이라는 단어로 정의된다. 

이러한 평면도형이 가지는 조형요소로서의 요성은 

모든 형태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  형태라는 측

면과 동시에,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형태의 결과

물을 생시킬 수 있다는 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시각

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계를 의미하는 조형원리의 측

면에서 보면, 결국 모든 시각결과물은 이러한 기본 형태

들의 조합을 통하여 통일, 강조, 조화, 균형, 변화, 비, 

반복 등과 같은 조형원리들이 용되어 구 된 결과물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주변의 모든 시각  결과물

들은, 이러한 조합을 통하여 보는 이에게 직, 간  시각

 효과와 작품에 내재된 의미를 보는 이에게 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평면도형을 특정 시각결과물에 입, 그 

결과를 분석하는 행 는, 특정 사물을 보다 직 으로 

악할 수 있는 안목(眼目)을 가게 된다는 측면과 함께, 

시각결과물에 용된 조형원리를 악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2 캐릭터 창작시, 기본 평면도형의 활용

앞의 연구의 범   방법 부분에서 참조한 한국콘텐

츠진흥원의 캐릭터 정의와 연결을 지어 보면, 캐릭터 창

작이란, 고유의 성격 는 개성이 부여된 가상의 행 주

체를 시각 으로 형상화하는 행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외형  다름이나 새로움만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 활용의 목 과 사용자의 

취향을 인지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이에 부합

할 수 있는 조형요소들을 선택하고 이것들은 하게 

용함으로서, 사용자에게 호소력을 지닌 결과물을 발

시켜가는 시각화 과정들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

다. 

실질 으로 캐릭터의 외형을 규정해가는 시각화의 과

정에서, 명확히 이것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도형을 활용하여 체 인 캐릭터 

외형을 발 시키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 이다. 

이러한 선호의 이유를 인지능력과 디자인 방법  측면에

서 설명해보면, 일반 으로 어떤 사람이 형이나 형태를 

마주 하게 될 때, 내부의 특징이나 색채, 명암, 질감 등

과 같은 세부사항들 보다는 윤곽의 모양과 같은 1차  특

성들이 먼  보이며, 찰자는 이러한 시각정보를 받아

들이고 난 후에, 이 에 경험했거나 배웠던 것과 유사한 

형태, 혹은 사물들과 연 을 지어 그 이미지를 분류하고 

단하기 시작[4]한다고 한다. 즉 특정 사물의 형태를 

악할 때, 우선 으로 사람의 인지능력은 사물의 형태를 

단순화시킨 후, 시각정보를 득하는 것이 보편 이라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디자인 방법  측면으로는, 단순화된 

기본도형의 형태를 활용하는 방식이, 기본 시 과 동작

에서 다양한 시 과 동작으로 캐릭터의 동작을 변형시키

는데 있어서, 시각 으로 보다 정확한 결과물을 득하는

데 용이한 측면이 있다.    

캐릭터, 특히 스토리에 따라서 특정 동작이 요구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경우, 아이디어 스 치의 단계에서

부터 기본도형을 활용하여 캐릭터 외형을 개발하는 방법

이, 스토리에 부합되는 다양한 캐릭터 동작들을 구 하

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 인 방법의 하나라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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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미국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캐릭터 디자이

들이 오랜 시간에 거쳐 실무에서 극 활용해온 하나의 

검증된 방법  근[2]이라 할 수 있다. 한 다수 인원의 

업이 필수 인 애니메이션 작업환경을 고려했을 때, 

작품에서 일정수  이상의 통일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에서도 장 을 지닌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분석 기준 확립과 분석 캐릭터 선정 

기본 평면도형을 활용하여 유아동 애니메이션 캐릭터 

형태에 한 분석을 진행하기 해, 분석 기 의 확립과 

분석의 상이 되는 캐릭터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

음의 본문에서는 분석 기 의 내용과 캐릭터 선정의 과

정에 하여 각각의 근거를 심으로 기술하 다. 

3.1 분석 기준 확립 

본 연구에 용할 분석 기 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가

장 요하고 깊이 있게 고심하 던 부분은, 어떤 평면도

형을 캐릭터의 어느 부 에 입하여 외형을 분석할 것

인가 하는, 평면도형의 유형과 캐릭터의 용부 를 선

정하는 것이었다. 

먼  본 분석연구에서 활용된 기본 평면도형은, 선행

조사를 근거로 캐릭터 형태 분석과 련된 많은 연구들

에서 활용되는 평면도형인 원형, 정사각형, 정삼각형을 

분석을 한 기본도형으로 일차 한정하 다. 이후, 각각

의 기본도형에서 캐릭터 개발 시 빈번하게 활용되는 타

원형, 직사각형, 역삼각형 등의 생된 형태들을 범주에 

추가,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보다 세분화된 분석결

과를 도출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 다. 

다음으로 캐릭터 용부 의 경우에는, 우선 분석 캐

릭터를 사지(四肢)가 존재하고 이족 직립보행이 가능한 

의인화된 인간형 캐릭터로 한정한 후, 시각 으로 가장 

요한 각 캐릭터의 두상과 몸통에 평면도형을 용함으

로서, 두상과 몸통에 용된 각각의 기본 형태를 악함

과 동시에, 캐릭터의 두상과 몸통을 구성하는 기본도형

의 조합 한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덧붙여, 귀와 같

이 돌출된  신체의 특정 부 나 액세서리와 같은 장식  

요소에 의한 외형  추가나 변형은 최 한 배제하고, 정

면시 (front view)을 기 으로, 두상과 몸통의 실루엣을 

악, 이를 가지고 캐릭터의 기본 형태를 악하는 것에 

을 두었다. 

다음의 <Table 1>은 캐릭터 형태의 악을 해 본 

연구에서 활용이 될, 기본 평면도형들을 정리한 표이다.

Basic form Derived form

circle type
  

quadrangle type
  

triangle type

<Table 1> Plane figure for analysis

3.2 분석 채널, 작품, 그리고 캐릭터 선정

먼  본 연구의 분석 상은 EBS에서 방 되는 국내 

유아동 애니메이션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들로 한

정하 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이처럼 분석 상을 한정

한 근거와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요약, 정리되며, 각각의 

단계는 이  단계에서 제시된 근거가 다음 단계의 토

가 되는 순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국내 지상  5개사2)에서 방 되는 유아동 애니

메이션 작품의 방 작 개수와 작품을 확인하기 하여 

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체 59개의 방 작들  EBS

가 43개의 작품을 방 , 체의 72.9%(소수  둘째자리 

반올림)로 압도 인 비 을 차지하 다는 이 가장 큰 

이유이며, 부분의 국내 유아동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교육  가치와 오락  가치의 융합을 통한 에듀테이먼트 

콘텐츠를 지향하고 있는 요즘의 제작 트 드에, 교육공

방송사로서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국민 교양

의 함양3)이라는 EBS의 설립 목 이 부합된다는 이 

EBS를 본 연구의 상 채 로 선정한  다른 요한 이

유라 하겠다. 

둘째, 앞에서 조사된 EBS의 43개 방 작들을 방 시

간 별로 분류한 뒤,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4)를 참

조, 어린이집 등원 인 오  7시에서 9시와 하원후인 오

후 4시에서 6시로 주시청 시간을 한정한 후, 이 범주에 

2) KBS1, KBS2, MBC, SBS, EBS
3) http://about.ebs.co.kr/kor/organization/greeting
4) 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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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23개 작품들을 우선 으로 선정하 다. 그 후, 

표 기법에 따라 3D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 그리고 

기타(其他)로 작품들을 분류, 체(23개 작품)에서 표

기법상 3D 애니메이션으로 분류되는 17개의 국산 3D 애

니메이션 작품들을 분석을 한 상 작품으로 선정하

다. 상 작품을 국산 3D 애니메이션으로 한정한 이유를 

설명하면, 먼  국산 3D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체에서 

73%가 넘는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는 과, 최근의 

제작 경향을 비추어 보았을 때, 부분의 유아동 애니메

이션이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에서, 

EBS에서 방 되는 국내 유아동 애니메이션이라는 모집

단을 변(代辯)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단되었기 때

문이다. 한 동일한 기 에 의하여 표본집단의 범주를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 최종 으로 도출될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이 (利點)을 가질 수 있다고 단

하 다.   

셋째, 우선, 에서 선정된 작품들의 등장 캐릭터를 

악할 목 으로 해당 작품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작

품에 따라 캐릭터가 최소 3개부터 최  21개까지 주, 조

연의 구분 없이 단순 나열되어 있어, 17개 작품의 홈페이

지에 소개되어 있는 체 캐릭터 개수의 평균값인 9개를 

개별 작품의 최  캐릭터 개수로 한정,  총 123개의 캐릭

터들을 1차 으로 선별하 다. 이후에, 앞에서 확립한 분

석 기 인 의인화된 형태, 사지의 존재, 이족 직립보행, 

이 게 세 개의 기 에 하여 2차 선별작업을 진행, 최

종 으로 78개의 캐릭터를 분석을 진행할 상 캐릭터로 

최종 선정하 다. 덧붙여 ‘폴리’의 캐릭터 4개와 ‘슈퍼윙

스’의 캐릭터 6개의 경우에는, 시각 으로 두상과 몸통의 

구분은 가능하지만 형태 으로는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계로, 두상으로 통합, 분류하 으며, 작품에서 거

의 동일한 외형을 가지고 항상 같이 등장하는, ‘발루뽀’의 

고든과 슬림, ‘두다다쿵’의 피기와 퍼기, ‘잭과 팡’의 다미

와 라미는 하나의 캐릭터로 보고 캐릭터 개수를 산정하

다. 한 17개 작품에서 ‘부릉부릉 부르미즈’, ‘버블버블 

마린’과 ‘원더볼즈’의 경우, 모든 등장 캐릭터들이 자동차, 

잠수함, 그리고 공이라는 사물의 원형을 거의 유지하면

서 의인화된 형태로, 본 연구의 분석 기 에 부합되는 캐

릭터가 없었음을 밝힌다. 

다음의 <Table 2>는 최종 으로 선정된 78개 캐릭터

들을 작품별로 정리해 놓은 표이다. 

Program Analysis Exemption 

01

02

03  

and other 4

04  

and other 6

05

06

07  

and other 2

08

09

10  

and other 6

11

12

13

14  

and other 2

15  

and other 8

16

and other 8

17

<Table 2> List of character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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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산출과 분포도를 통한 분석 

4.1 산출 결과의 목록화 

기본 평면도형을 선정된 각각의 캐릭터에 용, 산출

된 결과들을 가지고 실질  분석을 진행하기 해서, 78

개 캐릭터들의 머리와 몸통에 용된 도형들을 캐릭터별

로 일목요연하게 보여  수 있는 목록화 작업을 우선 진

행, 아래의 <Table 3>를 작성하 다. 이 작업을 통하여 

캐릭터 외형과 용된 평면도형의 부합(附合)을 재차 확

인함과 동시에, 실질  분석과정에서 활용될 분포도 작

성을 한 사 작업을 마무리 하 다. 덧붙여 분포도의 

모든 수치들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된 수치임을 

알린다.

<Table 3> Application result by character

4.2 분포도 구성과 분석 

다음의 <Table 4>는 캐릭터 두상에 용된 각 기본도

형별 해당 캐릭터의 수를 정리해 놓은 표이며, [Fig. 2]는 

캐릭터 두상에 용된 각각의 기본도형별 비 을 백분율

로 보여주기 해 구성한 분포도이다. 

fundamental form particular form
# of corresponding cha /

 # of total cha

circle type

38 / 78

12 / 78

11 / 78

quadrangle type

1 / 78

4 / 78

7 / 78

triangle type

5 / 78

0 / 78

<Table 4> # of characters by the applied plane 
figure to head

분포도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정원( )의 형태가 

체 78개 캐릭터에서 38개로, 48.7%로 가장 큰 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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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 으며, 세로방향의 타원형( )이 15.4%, 가로방

향의 타원형( )이 14.1%, 그 뒤로 가로방향의 직사각형

( )이 9.0%, 정삼각형( )이 6.4% 세로방향의 직사각

형( )이 5.1%, 정사각형( )이 1.3%의 순으로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분포도를 바탕으로 캐릭터 두상에 용

된 평면도형별 백분율 수치를 조합, 두상의 형태에 한 

선호도를 분석해보면, 원형이 체의 78.2%로 높은 비

을 차지, 그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원형이 아동들에게 얼굴이라는 상징  이미지를 

포함한 정  상징을 가장 많이 내포한 형태로, 아동들

에게 정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림소재가 될 수 있

다는, 도형에 한 아동의 상징체계와 반응빈도를 분석

한 기존의 연구결과와[5]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시각  심상의 측면에서 유아동을 상으로 

하는 캐릭터 두상의 형태로, 원형이 가장 효과 인 형태

로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될 수 있겠다.

[Fig. 2] Distribution chart by the applied plane
figure to head

다음으로 몸통의 경우에도, 캐릭터 몸통에 용된 각 

기본도형에 해당되는 캐릭터 수를 정리한 <Table 5>와, 

각각의 기본도형별 비 을 백분율로 보여주기 한 분포

도 [Fig. 3]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fundamental form particular form
# of corresponding cha / 

# of total cha

circle type

6 / 66

31 / 66

2 / 66

quadrangle type

2 / 66

20 / 66

3 / 66

triangle type

0 / 66

3 / 66

<Table 5> # of characters by the applied plane 
figure to body

[Fig. 3] Distribution chart by the applied plane 
figure to body

분포도에서 알 수 있듯이 체 66개 캐릭터에서 세로

방향의 타원형( )의 형태가 31개, 체의 47%로 가장 

큰 비 을 차치하 으며, 다음으로 세로방향의 직사각형

( )이 30.3%, 정원( )이 7.6%, 가로방향의 직사각형

( )과 역삼각형( )이 동일하게 4.5%의 비 으로, 그리

고 가로방향의 타원형( )과 정사각형( ) 한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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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3.0%의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분포도를 활용하여 캐

릭터 몸통에 용된 형태에 한 선호도를 분석해보면, 

세로의 비율이 긴 형태인 세로방향의 타원형( )과 직사

각형( )을 합한 것이 77.3%로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동 애니메이션 캐릭터

의 다수가 의인화된 캐릭터들로, 인체비율에 기반을 

두고 형상화가 이루어진다는 에서 그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최종 으로 정리해보면 유아동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경우에는, 실  상황을 변하고 유아동들에게 감정이

입을 쉽게 하기 한 요한 시각  장치의 하나로서 의

인화된 캐릭터를 많이 활용, 스토리상에서 실과 유사

한 인물 계를 보여 으로서 오락  요소에 교육  요소

를 더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로서 가치를 높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해 캐릭터 형태에 부정  상징을 내포

한 삼각형의 형태[5]보다는 정  상징을 내포한 원형

과 사각형의 형태, 특히 캐릭터 외형의 실루엣을 결정짓

는데 요한 두상과 몸통에서 부드러운 원형에 한 

용빈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산출된 결과를 통해서 확인

해 볼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캐릭터화의 표 소

재에 따라서, 는 의인화의 정도에 따라서 그 비 이 다

르게 산출된 여지는 존재하나, 국내 유아동 애니메이션

이 다루는 다수는 이야기들이 우리 실의 이야기 에 

유아동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을 투 하고 있기에, 캐

릭터 개발의 기에 원형을 형태를 우선 고려하면서 캐

릭터의 시각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기본도형을 조합, 의

인화된 캐릭터의 형태를 발 시켜나가는 것이 효과 인 

방법  근의 하나로 단된다.

5. 결론

단순한 형태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인지한다는 인간의 

사고체계로 본다면, 기하학 평면도형은 모든 사물의 외

형  근간이 되는 가장 정제된 형태라 할 수 있으며, 많

은 시각물의 구조  형태를 분석할 때, 범 하게 활용

되는 조형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애니메이션

의 캐릭터 한 하나의 형태로 도상(圖像) , 언어  상

징을 통해 창조된 하나의 의사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2], 기본도형을 활용하여 캐릭터의 외형을 분석하는 일

련의 과정은, 단지 으로 보이는 외면에 국한된 분석이 

아니라, 캐릭터의 외형과 내면의 복합  의미인 심상(心

像)의 계를 악할 수 있는 행 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의 서론에서 언 했듯이, 국내에서 제작

된 EBS의 유아동 애니메이션 방 작들을 심으로, 작

품에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들에게 기본 평면도형을 입, 

캐릭터를 구성하는 기본  형태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유아동을 상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형

태  선호도를 악함과 동시에, 보다 깊이 있는 분석결

과를 도출하기 하여, 캐릭터의 두상과 몸통을 구분하

여 분석을 진행, 캐릭터 외형의 형태  조합 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 다. 마지막으로 캐릭터 제

작의 시각화 단계에서, 가장 우선하여 작업되는 부분의 

하나가 캐릭터 두상과 몸통의 기본 형태를 규정하는 것

이기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유아동 캐릭터의 개발에, 

그 활용과 용이 가능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

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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