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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초 록

‘그려진 움직임을 다루는 예술’인 애니메이션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적인 이미지이다. 애니메이션의 세계가 현실의 일부를 모사하여 만든 시각적 

이미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은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

건을 사실적이라고 믿고 진실된 메시지로 수용한다. 관객은 디에게시스적으로 구

조화된 허구의 세계를 진짜도 가짜도 아닌, 제 3의 감정으로 대하고 ‘믿는 척

(make-believe)' 하기 때문에 실제 감정적 반응을 느끼게 된다. 더 나아가 이 ‘믿

는 척 하는’ 상태를 활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과 소도구가 필요한

데,  단편 애니메이션의 경우 은유적 상상력에 의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확장되어 

‘믿는 척 하는’ 상태를 강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디즈니의 단편 애니

메이션 <페이퍼맨>의 은유 스토리텔링을 분석하여 단편 애니메이션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허구의 세계를 믿게 하는 방법론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짧은 러닝 타임에 하나의 사건으로 단일한 메시지를 전달해야하는 단편 애니메이

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은유 스토리텔링이 관객의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결과로 다성적 의미 생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단편 애니메

이션이 갖는 미학적 특질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단편, 애니메이션, 은유, 스토리텔링,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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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디에게시스적 상상의 세계

애니메이션은 우리에게 꿈과 마법의 세계를 선사한다. 애니메

이션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는 장난감의 세계를 만나고, 걷듯이 

하늘을 나는 경험을 하며, 저 깊은 심연의 바다 속 친구들과 여

행을 떠나기도 한다.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

건들이 애니메이션 세계에서는 무궁무진하게 펼쳐진다.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낯설지만 새로운, 두렵지만 놀랍도록 즐거운 

경험들을 마주한다. 

애니메이션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적인 이미지

이다. 애니메이션 작가는 셀, 컴퓨터, 모래, 클레이, 퍼펫 등 자

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동원하여 상상의 세계를 현실

로 만들어낸다. 실제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를 마치 살아 움직이

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애니메이션은 ‘그려진 

움직임을 다루는 예술’1)로 정의된다. 

스크린 너머로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실제로 마주하게 해

주는 애니메이션의 세계는 사실 디에게시스(diegesis)적으로 구

성되어 있다. 디에게시스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으로 부터 

비롯된 개념으로 허구를 재현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이다. 디에

게시스는 인물, 시간적 배경, 장소적 특성 등 서사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양상에 대한 기술을 

의미한다. 크리스티앙 메츠(Christian Metz)는 오늘날 디에게시

스의 개념이 이야기된 것, 지시하고 있는 세계, 유사-현실을 공

시하는 것을 포함한 신체로서의 허구 자체를 지칭하는 경향으로 

더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2) 즉, 현대 예술 장르에서 

디에게시스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허구적 세계

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의 세계

1) Charles Solomon, “Animation: Notes on a Difinition”, The Art of the 
Animated Image, An Anthology, Charles Solomon편, The American Film 
Institute, 1987, p.11. 

2) Christian Metz, 이수진 역, 『상상적 기표: 영화, 정신분석, 기호학』, 문학
과 지성사, 2009, p.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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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디에게시스적으로 형성되었다는 말은 애니메이션 세계의 허구

성을 대변하는 말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애니메이션의 세계는 단지 현실의 일

부를 모사하여 만든 시각적 이미지의 세계일 뿐 이다. 이 세계에

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가상성(virtuality)3)을 내포하고 있

으며 이 세계에서 소통되는 메시지들은 비사실적이고 비현실적이

다. 스크린이라는 프레이임 내부의 공간이 허구적 세계임을 인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율배반적으로 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사실적이라고 믿고 진실 된 메시지로 수용한

다. 그렇기에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함께 웃고 우는 것이다. 

디에게시스적 세계를 실제 세계인 것처럼 믿고 감정을 동화시

키는 모순에 대한 해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허구를 향한 감정적 

반응의 문제를 철학적 논증을 통한 개념 정립이다. 콜린 래드포

드(Colin Radford)4)는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 등을 볼 때 느끼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반응에 대해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아이러니가 있다고 주장한다. 감정은 실제적인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예술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은 실제가 아닌 허

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느끼게 되니 이러한 감정 

반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콜린 래드포드의 퍼즐’이라 불

리는 이 철학적 논증을 켄달 월튼 (Kendall Walton)은 유사 감정

론(quasi-emotion)5)으로 설명한다. 유사 감정론이란 가짜는 아니

지만 또한 진짜도 아닌, 제 3의 감정 상태로 인간이 허구적인 인

물이나 상황을 ‘믿는 척할 때(make-believe)’ 발생한다. 

3) 가상에 대한 이론가들의 연구는 크게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뉜
다. 이 둘은 가상적 환경을 대하는 사용자들의 태도와 가상과 현실의 연계 여
부, 발현 여부에 의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장 보드리야르와 마이클 하임 등은 
가상을 ‘마치 ...인 듯한’이라는 실제/사실과는 상관없는 환영이라고 폄하하
였다. 2000년대가 지나면서 가상의 개념은 ‘가짜(fake)’와 혼동해서는 안 되
는 존재(existence)만이 결여된 실재(real)로 파악해야한다는 긍정적인 논의로 
변화하고 있다.  

4) Radford, Colin, How can we be moved by the fate of Anna Karenina?,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 vol.49, 1975, pp.67-80.

5) Walton, Kendall, Fearing Fictions, Journal of Philosophy, vol.75, 1978,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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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믿는 척 하는’ 상태를 활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

서는 적절한 환경과 소도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편 애니메이션

에서는 은유적 상상력에 의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이 활동을 

강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단편 애니메이션에 나타나

는 은유 스토리텔링을 분석함으로써 그 기능과 미학적 측면을 도

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우선 은유의 개념과 기능

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간략하게 마친 후, 디즈니에서 제작했던 

단편 애니메이션 <페이퍼맨>의 내러티브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

다. 그리고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3장에서는 단편 애니메이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은유 스토리텔링의 미학을 

제시함으로써 본 논문의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Ⅱ. 은유적 상상력에 의한 스토리텔링 기법

1. 은유의 개념과 기능 

애니메이션은 비현실적인 환영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관객이 실재한다고 믿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애니메

이션은 은유적 상상력에 의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택한다. 수사학

의 기법 중 하나인 은유가 갖는 목적과 기능이 애니메이션의 환

상적인 내러티브를 가시화하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미를 전달

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기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은유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기능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은유(metaphor)는 본래 하나의 사물을 다른 사물 너머로(meta) 

이동시킨다(pherein)는 뜻을 가진 희랍어에서 연유된다. 은유는 

한 대상이나 개념을 다른 대상이나 개념으로 바꾸어놓는 비유법

의 일종이다.6) 즉 추상적인 감정을 개념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은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이

름의 전이(轉移)로 해석했으며 유추를 근거로 이루어진다고 말했

6) 김욱동, 『은유와 환유』, 민음사, 2007,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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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계보를 찾을 수 있는 은유에 대한 이

론을 치환 이론이라고 부른다. 치환 이론이란 은유되는 두 가지 

대상은 상이해보이지만 어느 정도 닮은 구석이 있다는 말이다. 

주로 발신자(sender)가 전달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메시지를 스토

리텔링할 때 이 치환의 기법을 활용하는데 낯설고 친밀하지 않은 

메시지를 익숙하고 친숙한 대상으로 설명한다면 보다 빠르고 효

과적인 이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은유는 선택된 두 대상들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의 

줄타기를 통해 제 3의 의미를 창출하기도 한다. 이를 은유의 상

호작용 이론이라 부른다. 상호작용 이론은 I. A. 리처드가 주창

한 것으로 은유적 의미란 원관념과 매체 관념(비유적 관념)이 서

로 작용하여 발생한 제 3의 관점이라고 주장한다.8) 이 두 관념 

사이에는 기존의 은유 이론과 마찬가지로 기반이 되는 관념은 있

기는 하지만, 의미는 두 관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관념을 

연결 짓는 수신자(receiver)에게서 생성된다는 것이다. 청자의 

적극적 참여와 역동성(dynamics)이 발현될 때 비로소 새로운 의

미가 창출된다. 이럴 경우 은유는 발신자는 원래 전달하고자 했

던 메시지를 조금은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로 수신

자에게 다가가게 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 즉 수신자의 적극적 참

여가 만들어내는 은유의 창조성은 자칫 진부해질 수 있는 은유의 

세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통찰을 창출해낸

다. 

2. <페이퍼맨>에 나타나는 은유 스토리텔링 기법  

이런 맥락에서 단편 애니메이션의 스토리텔링은 은유의 기능을 

활용한다. 특히 단편 애니메이션의 경우 있을 법 하지만 존재하

지 않는 세계관과 캐릭터, 그리고 일어나기 힘들어 보이는 사건

을 짧은 시간 내에 설득력 있게 텔링(telling)해야 한다는 제약 

7) Aristotle, Poetics, trans. I. Bywater, The Works of Aristotle (vol.11), ed. 
W. D. Ross (Oxford: Clarendon Press, 1952), 1457b. 

8) 김욱동, 위의 책, 2007,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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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리-텔링

(re-telling)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앞서 살펴본 은유의 

기능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디제시스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막힌 사건에 설득력을 가미하기 위해 은유를 활용한 스토리텔

링 기법이 무엇인지를 본고에서는 단편 애니메이션 <페이퍼맨

(Paperman)>의 은유 스토리텔링을 분석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해 단편 애니메이션에서 은유가 서사를 확장하고 관

객의 정서를 유발하며 감성을 증폭시켜 디제시스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데 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단편 애니메이션의 미학적 체계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페이퍼맨>은 디즈니에서 2012년 공개한 6분짜리 단편 흑백 애

니메이션으로 제 85회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역작이다. 대략적인 

스토리라인은 다음과 같다. 

바쁜 출근 시간을 훌쩍 넘겨 출근을 위해 플랫폼에서 기

차를 기다리던 한 남자는 자신의 시야로 들어온 여자를 보

고 한 눈에 반한다. 그러나 어물쩍한 사이 그는 그녀를 잡

지 못한 채 떠나보내고 다른 날과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하루를 시작한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열린 창문으로 바람

이 들어오고 우연히 눈을 건넨 건너 빌딩에는 면접을 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인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종이비행기를 수없이 날려보지만 그녀는 알아

차리지 못한 채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녀를 쫓아가기로 결

심한 그는 상사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나가 그녀의 

행방을 찾지만 도로는 분주할 뿐 그녀를 찾을 수 없다.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실망한 그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가 날렸던 수많은 종이비행

기들이 마법처럼 바람을 타고 그에게 다가와 알 수 없는 어

디론가 그를 이끈다.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지 않아 포

기한 채 이끌려간 그 곳은 그 날 아침 그녀를 만났던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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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그는 그 곳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 활짝 웃는다. 

사실 이 이야기는 서사 자체로는 그렇게 새로워 보이지 않는

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사랑 이야기는 늘 함께 존

재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려진 움직임을 다루는 예술’

로서 애니메이션의 특징을 드러내기에도 다소 적합해보이지 않는

다. 비현실적인 세계에서 펼쳐지는 실사 촬영이 불가능한 주인공

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인간

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부한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미소 짓게 하였으며 보고싶은 

작품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본고에서는 그 까닭을 은유적 상상력

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법에서 찾고자 한다. 

앞서 은유의 본질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

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는 데 있다고 했다.9) 이를 통해 추

상적인 개념이었던 원관념을 친숙한 개념으로 치환할 수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관객의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원관념

을 ‘다르게 보기’ 혹은 ‘낯설게 보기’라는 새로운 의미를 창

출할 수도 있다. <페이퍼맨>은 은유의 여러 이론들 중 상호작용 

이론에 의지한다. <페이퍼맨>에서의 ‘사랑’은 ‘바람’으로 은

유됨으로써 의미적 창의(semantic creativity)10)를 획득하고 새

롭게 조명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페이퍼맨>에서 ‘그녀’는 ‘사랑’이고, ‘사랑’은 ‘바

람’으로 은유된다. ‘사랑’과 ‘바람’의 은유 관계는 ‘종잡

을 수 없고’, ‘갑작스럽다’는 관념들을 공유한다. '사랑'은 '

바람'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 

잡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으며 종잡을 수 없는 성질을 가지

고 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과 옷자락과 서류 뭉치를 흔들

었던 것처럼 '사랑'도 그의 삶을 흔들어 놓았다.  

9) Gorge Lakoff, Mark Jonson, 노양진, 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1995, p.23.

10) 채범석, 「타이포그래피에 있어 은유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5,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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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맨>의 '사랑'과 '바람'의 은유 체계는 이처럼 내러티브

에서 시각적 표현으로 재현되어 서사를 확장하고 관객의 감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은유적 상상

력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이 분석은 

아리스토텔레서의 3막을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페이퍼맨>은 플랫폼에서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한 남자를 보

여주면서 시작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남자의 머리와 양

복, 그리고 왼손이 들고 있는 종이뭉치가 살랑거리는 것으로 확

인할 수 있다. 곧이어 기차 한 대가 남자의 뒤편으로 지나가고 

그 영향으로 남자는 더 큰 바람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기차가 

지나간 그 자리에 종이 하나가 날아와 남자의 오른쪽 어깨에 붙

는다. 주변 환경 변화에 전혀 반응하지 않던 그는 바람결에 날아

온 그 종이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다시 더 센 바람이 불고 그의 

어깨에 붙었던 종이가 그를 지나 날아가자 그 종이를 쫓아 한 여

자가 바람처럼 그를 스쳐 지나가고 그런 그녀를 그는 주목한다.

그녀가 화면 안으로 들어와 그 옆에 나란히 서자 그는 어쩔 줄 

몰라 한다. 이런 그의 반응은 그가 첫 화면에서 보여줬던 무심함

과는 대비되는 모습으로 그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사건이 발생했

음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 어색한 두 남녀 뒤로 다시 기차가 들

어오며 거센 바람이 분다. 그 바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서류 하

나가 그녀의 얼굴에 날아가 붙고, 그는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녀

의 얼굴에 붙었던 서류에는 그녀의 립스틱 자국이 남겨졌고, 그

것을 보고 민망해하며 웃던 그는 다시 바람과 함께 그녀를 떠나

보낸다. 

사랑은 바람이다. 

- 사랑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 사랑이 스쳐 지나간다.

- 사랑을 잡을 수 없다.

- 사랑은 멈출 수 없다. 

- 사랑은 나를 흔든다. 

- 사랑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 사랑이 흘러간다. 

- 사랑이 사라진다. 

- 사랑은 종잡을 수 없다. 

- 바람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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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의 3막으로 <페이퍼맨>을 분석한다면 바로 이 

부분까지가 1막에 해당한다. 1막에서 <페이퍼맨>은 ‘사랑은 바

람이다’라는 은유적 수사법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확인할 수 

있다. 무심했던 그를 반응하게 하는 것은 바람이다. 바람이 그녀

를 데려다줬으며, 바람과 함께 그녀가 떠났다. 바람은 어디서 왔

는지도 모르고, 잡을 수도 없는 비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바람은 왔는가하면 곧 사라지는, 정체되어 있지 않고 흘러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남자에게 그녀 역시 바람과 같은 존재이다. 

그녀가 누구인지 왜 남자와 같은 시간에 플랫폼에 오게 되었는

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바람결에 날아와 바람처럼 그의 마음을 스치고 다시 

바람처럼 사라진 그녀는 그에게 사랑이 된다. 

정보의 부족은 내러티브에 빈 칸을 만들어낸다. 그녀에 대한 

묘사가 부족한 것 뿐 아니라 사실 남자에 대한 묘사 또한 부족하

다. 일반적인 스토리텔링의 법칙에 따르면 1막에서는 이야기가 

펼쳐질 세계와 주요 등장인물들을 소개해야한다. 2막을 이끌어가

는 각종 정보들을 흘려야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야 하는 주인공

의 비범성도 엿보여야한다. 그래야 관객이 주인공에게 마음을 주

고 응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림 1. <페이퍼맨> 1막의 주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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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페이퍼맨>에서의 1막은 스토리가 갖는 일반 법칙에 충

분하지 않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남자와 그녀에 대한 히스토

리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에피소드가 등장하지 않고 

그가 왜 주인공이어야 하는지, 남자가 그녀에게 왜 반하게 되었

는지에 대한 설득도 없기 때문이다. 이 스토리텔링의 빈 칸을 채

우는 일은 관객에게 넘겨진다. 관객은 약 1분 가량의 짧은 영상

에서 ‘사랑’이 가져오는 ‘종잡을 수 없고’, ‘갑작스러운’, 

‘이유없는’ 성질을 자연스럽게 이해한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으

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가 갖는 메커니즘을 통해 감성적이

고 즉각적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장소를 옮겨 시작된 2막에서 ‘사랑’과 ‘바람’의 은유 관계

는 ‘만남’과 ‘헤어짐’이 아니라 ‘연결’과 ‘소통’의 욕망

으로 확장된다. 2막이 시작하면 남자는 사무실에 시무룩하게 앉

아있다. 

남자는 바람 한 점 없는 답답한 사무실에서 역시나 무심한 얼

굴로 그녀가 남기고 간 키스 마크가 찍힌 종이를 내려다보고 있

다. 바람 한 점 없는 사무실은 갑갑하고 닫힌 공간이다.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는 사무실 풍경은 동료들 간의 대화도 허

용하지 않고 서로간에 어떤 간섭도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다. 모

두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책상에 앉아 같은 일을 반복할 뿐이

다. 

열린 창문 사이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바람결에 날리는 종이

를 잡으려던 남자는 건물 너머 다른 빌딩에 면접을 보러 온 여자

를 발견한다. 바람을 만나자 그의 변화도 함께 시작된다. 활짝 

열린 그녀의 창문처럼 남자도 그녀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 

둘 사이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라는 공기의 흐름이 있

다. 그 바람을 타고 남자는 자신의 마음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접

어 보낸다. 바람에 몸을 맡긴 종이비행기는 사랑을 전달하기 위

한 매개다. 

수 백 장의 종이비행기를 날렸으나 남자의 마음은 여자에게 닿

지 못한다. 마지막 한 장(키스 마크가 찍힌 바로 그 종이)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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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을 가득 담아 날려 보낸다. 그러나 그 때 갑자기 불어오는 바

람에 남자는 종이비행기를 놓치고 망연자실한다. 아무리 노력해

도 잡을 수 없는 바람처럼 사랑 역시 남자의 욕망과 욕심 만으로

는 잡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는 그녀가 건물 밖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본다. 딴 짓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는 상사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람처럼 사

무실을 빠져나간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바람처럼 사라진 후다. 

그녀와 연결되는 일은 어렵고 사랑을 이루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

다. 그 순간 바람도 사라진다. 사랑은 그렇게도 잡기 어려운 것

이라는 메시지를 은유를 통해 스토리텔링하고 있다. 

3막이 시작되면 남자와 여자를 연결하는 매개물이었던 종이비

행기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객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이 사건을 

무시하지 않는다. 관객은 이미 주인공 주위로 불었던 바람을 기

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이비행기는 남자에게 부는 바람의 존재

를 확인해주는 매개체일 뿐이다. 종이비행기가 날아간다는 것은 

마법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있음을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때

문에 관객은 말도 안되는 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믿게 되며, 정

서적으로 공감을 만든다. 남자의 사랑이 바람을 타고 이루어지길 

그림 2. <페이퍼맨> 2막의 주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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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한다. 

특히 종이비행기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의 무방향성11)과 달리 종이비행기는 지향점을 

명확히 갖는 매개다. 때문에 종이비행기가 남자를 뒤쫓고, 남자

의 몸에 다닥다닥 붙어 그를 어디론가 데려갈 때 관객은 그 방향

이 그녀를 지시하고 있음을 알아챈다. 사실 종이비행기가 남자를 

플랫폼으로 데려가는 내러티브는 믿기 힘든 환상적인 것이다. 그

러나 이미 사랑을 바람으로 치환해 인식하고 있는 관객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종이비행기의 존재를 진짜인 것처럼 믿게 된다. 

또한 그 종이비행기들이 향하는 종착점이 그녀와의 사랑을 이루

는 그 곳이라는 점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Ⅲ. 창의적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미학

단편 애니메이션은 짧은 러닝 타임에 하나의 사건으로 단일한 

11) 바람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감각(시각, 촉각, 청각)이 결부
되고 난 후다. 바람을 타고 무엇인가가 흔들리는 것을 보거나(시각), 바람에 나
의 신체가 반응하거나(촉각), 혹은 바람이 다른 어떤 대상을 지날 때 들리는 소
리(청각) 때문에 방향과 세기를 확인하게 된다. 인간의 감각과 연결되지 않는 
순수한 바람을 확인할 방법은 인간에게 없다. 

그림 3. <페이퍼맨> 3막의 주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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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전달해야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은유적 상상

력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

를 만들어낸다. 뿐만 아니라 단편 애니메이션을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장편 애니메이션과는 또 다른 감정과 감성의 몰입을 깊이

감 있게 스토리텔링할 수 있게 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인 

애니메이션 속에 드러나는 은유 스토리텔링이 관객의 감성에 영

향을 주고 정서적으로 깊은 의미를 던지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

고 있는 것이다.  

은유 스토리텔링의 다성적 의미 생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관객의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 상상력이다. 가

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는 상상력은 실재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능력이 아니라 실재를 넘어서 실재를 노래하는 이미지

를 형성하는 능력이라고 했다.12) 초인간성(surhumanité)의 능력

이 상상력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상력은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상력을 기억이

나 지각에 의해 이미지를 재생하는 능력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은 상상력(imagination)이라는 말이 갖는 어원 때문에 생긴 오해

이다. 바슐라르는 '재생되는 상상력'은 '진정한 상상력'이 아니

며 오히려 진짜 상상력을 가리고 구속하기까지 한다며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한다. 바슐라르가 말하는 진정한 상상력이란 

최초의 이미지를 뛰어넘는 그래서 현실이나 감각으로부터 자유로

운 창조적 상상력(imagination créatrice)이다. 그는 특히 창조

적 상상력을 위해서는 상상하는 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동적

(dynamisme)인 태도를 강조한다. 기존에 부여된 이미지에 대해 

수동적인 관찰자로 머무르지 말고 이미지를 정복하고자 애쓰는 

능동적인 투사(鬪士)의 자세를 갖출 때 창조적 상상력이 발휘된

다는 것이다.  

12) 송태현, 『상상력의 위대한 모험가들 융, 바슐라르, 뒤랑』, 살림, 2010,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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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경험을 다른 경험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구조화하는 

방식13)인 은유는 단편 애니메이션에서 보이는 내러티브의 빈 칸

을 채우기 위해 활용되는 스토리텔링의 수사적 방법론임과 동시

에 관객의 적극적인 상상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단

편 애니메이션은 은유 스토리텔링을 통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유에서 벗어나 감성적인 영역에서 공감을 유발하고 창조적 상

상력을 자극하는 미디어로 재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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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phorical imagination and storytelling in short animations 

Lee, Dong-Eun

Animation is an artificial image created by artist's imagination. 
Animation is defined as "the art of the animated image" in the sense 
that immobile images can be seed as a living creature. In other 
words, the term "diegesis" in modern arts genre is generally 
considered as something that indicates fictional world in which 
narration develops. Therefore, when we say that animation world is 
formed based on diegesis, it represents the fictionality of 
animation world. 

The problem occurs at this point. Even thought the animation 
world is recognized as a fictional world, we contradictorily believe 
that the event occurring in the screen world are real and accept 
them as a true message. This condition is called "quasi-emotion". 
Quasi-emotion is not fake bit not real either, and it is the third 
emotional state. It happens when we "make believe" that we believe a 
fictitious figure or a situation. However, in order to actively 
operate this "make-believe" state, an appropriate environment and 
props are required, specially metaphorical imagination and 
storytelling in short animated film. 

So that this article will draw a conclusion from the method that 
make-believe the fictional world and communicate the message 
through analysing the short animate film, <Paperman> form Disney.  

Key Word : short film, animation, metaphor, storytelling, 
imag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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