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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론적 고찰

1.1 유머요인의 내용

  앙리 베르그송의 희극 사상 속 ‘우스꽝스러움’은 중요

한 부분이다. ‘우스꽝스러움’에서 발생된 희극적 요인은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성격, 상황, 언어로 

나눠진다. 이 본문에는 성격과 상황의 희극성만 설명한

다. 성격의 희극성은 일반적인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형

태와 움직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형태는 얼굴의 미묘

한 움직임처럼 과장된 변형을 하였으며, 움직임의 경우 

살아있는 신체의 움직임과 기계적인 것이 서로 융합되어 

있다. 그리고 상황적 요인은 반복, 역전, 중복 세 가지 형

식으로 나눠진다. 반복은 같은 행동을 계속 하는 동안 웃

음이 유발되는 반면 역전은 다른 각도에서 사건의 본질

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

복의 경우 사소한 원인이 눈덩이처럼 확대되어 그 결과

가 나타나는 것이다.

1.2 예비 동작의 내용 및 유머요인의 표현

  예비 동작의 유형은 네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일반적

인 예비동작은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있다. 행동 전에 

몸은 변형, 과장, 반복, 기계적인 느낌을 통해 형태와 움

직임의 희극성의 유머요인이 표현된다. 둘째, 예술적으로 

과장된 예비 동작은 정상적인 자세에서 벗어난다. 과장

적 동작의 효과는 몸의 기계적인 느낌과 얼굴 표정의 변

형을 통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동작은 성격과 

반복의 희극성에 대한 유머요인을 나타낸다. 셋째, 놀라

움을 주는 예비 동작은 실제로 발생한 동작이 예상을 벗

어나 놀라움을 주는 것으로 역전의 희극성과 성격의 희

극성이 이를 표현해준다. 넷째, 무형의 예비 동작은 스쳐 

지나가는 효과를 준다. 작은 표정이나 몸의 동작은 사건

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중복에 있어 희극성의 

유머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는 성격적 유머 요인이

기도 한다. 

2. 사례분석 방법

  앞선 예비 동작에서 유머유인의 표현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아래 표 1과 같이 요약하였다. <겨울왕국> 속 애니

메이션에서는 안나와 엘사 두 명의 여주인공이 등장한

다. 이 애니메이션 속 여성 캐릭터의 동작은 가벼우며, 

신체 곡선이 두드러지고,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한다. 이 

여성 캐릭터들의 동작을 관찰하여 그 특징에 대한 예비 

동작별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맞는 예비동작과 유머요인

을 분석한다. 

3D애니메이션 속 여주인공의 예비 동작에 나타난 유머요인 분석   
영화<겨울왕국 (Frozen, 2013)>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Factors of Humor Represented in the Anticipation of 

the Heroine in the 3D animation, <Froze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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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3D애니메이션 <겨울왕국 (Frozen, 2013)> 속 여주인공은 동작의 표현에 있어 캐릭터의 매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자 애니

메이션 디자인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다. 또한, 각 캐릭터에서 보여주는 예비동작들의 유머 요소와 내용들은 이 애니메이션의 

생명력을 한층 높여준다. 본 연구는 3D애니메이션 <겨울왕국 (Frozen, 2013)> 속 여주인공의 예비 동작과 관련하여 유머요인을 

파악하며, 이를 통해 캐릭터의 동작에 내재된 의미를 살펴 불 수 있는 의미 연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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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예비 동작과 유머요인 관련성

기준 예비 동작 유머요인

① 일반적인 예비 동작 일반적인
형태 , 움직임 , 

반복

② 예술적으로 과장된 
예비 동작

과장, 현실을 
초월

형태 , 움직임 , 
반복

③ 놀라움을 주는 예비
동작

예상을 
뛰어넘다

형태 , 움직임 , 
역전

④ 무형의 예비 동작
빠르다, 

소사하다
형태 , 움직임 , 

중복

3. 사례분석
  <겨울왕국>은 2013년에 감독 크리스 벅과 제니퍼 리

가 함께 제작한 3D 코미디 애니메이션으로 여성 캐릭터 

두 명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 중 안나는 낙관적인 캐

릭터로 애니메이션 속 예비 동작에 대한 유머스러운 예

비 동작을 전반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네 장면

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장면은 주인공 안나가 밖에 나와 뛰기 전에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며 동시에 다른 한쪽 발로 뛰고 

있는 부분이다. 동작이 가벼우며, 신체 곡선이 두드러진

다. 이 동작은 급한 상태에서 가벼우면서 유머스러운 느

낌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형태와 움직임의 반복되어지

는 동작 속에서 희극성이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장면의 경우 안나가 나무집을 들어가기 위해 

얼어붙은 치마를 힘껏 들어 올린 체 두 팔을 벌려 뒤뚱

거리는 자세로 계단을 오르는 장면이다. 이 동작은 예술

적으로 과장된 모양을 나타내며, 첫 번째 장면과 마찬가

지로 동작의 움직임이 반복되어지면서 희극성이 나타나

고 있다. 

  세 번째 장면은 안나가 갑옷 팔을 뽑아 밖으로 던진 

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부분이다. 이때 안나의 입이 

벌어지면서 상방신이 구부려진 동작은 기계적인 어색함

을 연출하고 있으며, 또한, 처음 했던 동작에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역전의 상황을 통해 희극성을 표현하였

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명은 안나가 왼쪽 손을 아래쪽

으로 드리우며 손목을 살짝 위로 뒤집는다. 이때 팔뚝과 

몸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린다. 안나의 심취한 상태에서

의 사소한 손동작은 다음의 움직임을 이끌어 내면서 성

격과 중복의 희극성이 나타난다. 이 네 가지 장면과 그에 

맞는 예비 동작과 유머요인을 아래 표 2에 요약하여 정

리하였다.

표2. <겨울왕국> 속 여주이공 예비 동작의 유머요

인 분석

이미지 장면 설명 예비동작 유머요인

쪽 발을 들고 
뛰어 내리는 

장면

일반적인 
예비 동작

움직임
반복

치마가 얼어  
힘껏 당기는 

장면

예술적으로 
과장된 예비 

동작

움직임
반복

 팔을 다시 
돌려놓는 장면

놀라움을 
주는 

예비동작

형태
움직임
역전

 왼손을 
내리며 손목을 
위로 뒤집는 

장면

무형의 예비 
동작

형태  
움직임  
중복

4. 결론

  표2에 나타난 예비동작과 유머요인이 적용된 <겨울왕

국> 속 두 여주인공 캐릭터들의 유머스러움과 희극적 요

소가 동작과 그 이야기의 줄거리에 효과적으로 혼합되어 

창조되었다. 이는 사례 분석을 통해, 예비 동작의 4가지 

유형을 통해 그 특성과 유머요인의 성격적(형태, 움직임)

그리고 상황적(반복, 역전, 중복) 특성을 결합하여 애니

메이션 속 여성 캐릭터들의 동작에 차용되어 그 희극성

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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