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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의 접근방법을 통해 애니메이션작품

을 카메라의 구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수용자와 행위자간

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모색하기 위한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내용으로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대표

작 중에 하나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서사구조와 영상화면 해석의 

측면에서 기호학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기호학적 분석방법으로

는 시퀸스 분석, 행위주 분석, 이접 연접분석 그리고 미디어 기호학의 

‘숏’을 이용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부호적 특성이 

관객과 작품을 연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카메라의 구도적 관점에서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의 적용방법을 

사용하여 애니메이션 영상화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행위자, 작품, 

수용자간의 소통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주제어 : 카메라 '숏', 앵글, 시퀸스, 비언어커뮤니케이션, 상호의미

작용



128

Ⅰ. 서론

의사소통은 인간 세상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서로를 돕거나 삶을 영위하

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목

적은 인간사회에서의 관계유지와 정보교환, 오락과 휴식을 목적

으로 한다. 특히 애니메이션 영상에서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은 

기호학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기호들의 복합체이며 수많은 기호

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행위자의 의미를 관철시키기 위해 얽혀져 

있는 현상들로 나타난다. 즉,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인 제

스처, 포스처, 소리 등의 다양한 입력 요인 등을 통해 관객과 연

결되는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더욱이 애니메이션은 

수 만장의 컷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의 연속적 동작들에 의해 

실제 현상과 유사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복잡한 장치들로 이루

어져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은 시나리오라는 특정 서사구조를 근

간으로 하는 이야기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설정되고, 이들의 동작들에 의해 관계가 서로 대립, 협조, 갈등

의 관계들로 진행된다. 이렇듯 애니메이션이 시나리오를 근간으

로 하는 언어적 서사를 이루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

여주게 되는 또 다른 영상화면이라는 독자적인 기호체계를 지니

고 있다. 다시 말해 기호학의 개념이 애니메이션의 영상화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애니메

이션의 영상화면에서는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커뮤니케이

션 보다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널리 작품의 요소로서 사

용되고 있다. 이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중에 하나가 카메라에 

의한 커뮤니티체계이다.

그동안 카메라에 의한 커뮤니티체계들은 기술적 관점1), 심미적 

* 이 논문은 2010년도 한서대학교 교비 학술연구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김현석,「HD 방송화면 변화에 따른 16:9 화면구성 연구」, 홍익대미술디자인

공학연구소, 2007, 제11호

    김세리,「이런닝 학습 컨텐츠 화면설계 구성요소 분류준거 연구」, 한국정보

교육학회, 2004, 제1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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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2), 혹은 예술적 관점3)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앞

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애니메이션작품 해석에서 행위자의‘직관적

인 눈’이라 할 수 있는 카메라의 구도적 관점에서 파악한 사례

는 드문 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인 카

메라의 구도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용자로서 관객이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영상작품을 접근할 

때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작용된다. 물론 작품설명의 

텍스트를 보는 순간 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 

이때, 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전달의 도구로 분명하고도 확실

한 전달 방법이 된다. 그러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언어 

커뮤니케이션에서 의사소통밖에 인지하지 못했던 그 외의 커뮤니

티가 이루어진다. 가령 관객이 매체에 의해 영상작품을 처음 접

하게 되고 그 매체의 전달 내용과 방법에 따라 관객에게 주입되

어 수용되어지며 접근 방식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

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언어 커뮤니케이션이란 한정되고 제약된 전

달방식 보다 더 다양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중에 하

나가 카메라의 구도적 관점에서 도구로 만들어지는 커뮤니티체계

이다. 이 커뮤니티체계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인 카메라기법은 

‘숏’이라고도 불리며 주로 구도적 관점에서 전달되는 방식이 

된다. 기능적으로는 서사구조를 전달시키는 직관적인 도구이다. 

또한 영상화면에 대한 카메라의 구도적 분석에 따라 작품의 의도

가 강력하게 전달되기도 하고 무시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카메라

의 구도적 관점에서 영상화면과 서사구조해석에 대한 기호학의 

개념이나 구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양하게 연구되어야할 필요

가 있다. 

연구의 진행방법으로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2) 김교완,「HDTV 화면구성에서 소비자 선호도 연구」,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2007, 제13호

    안병택,「극적 내러티브의 시각적 연출 특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20012, 제9호

3) 김진영,「애니메이션 화면전환 수단으로서의 조형 변화연구」, 한국만애니메

이션학회, 2008,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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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서사구조와 영상화면해석의 측면에서 

기호학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한다. 기호학적 분석방법으로는 시퀸

스 분석, 행위주 분석, 이접 연접분석 그리고 미디어 기호학의 

‘숏’을 이용한 분석을 한다. 2장에서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텍스트 커뮤니케이션과의 차이점을 비교

하고 특징을 비교한다. 3장에서는 1장에서 언급하였던 기호 및 

의미 특성을 기호학적 방법들을 분류하고 이들의 특성을 살펴본

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기호학적 방법들에 따라 애니메이

션 작품을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 연구는 애니메이

션 영상과 서사구조해석에 있어서 카메라의 관점인 '숏' 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밝히고 수용자의 직관적인 방향과 목적성이 어떻

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1. 개념과 특징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텍스트 언어나 인간이 음성으로 사용하

는 일반적인 표현 방법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말

한다. 이때, 다른 방식이란 신체움직임, 장소와 시간에서 나타낼 

수 있는 한숨, 웃음소리 같은 비 어휘적 음성까지 포함된다. 여

기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와 함께 인간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언어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비해 많이 주목 받

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커뮤니

케이션과 공통점을 갖는 동시에 중요한 차이점을 갖기도 한다. 

언어학자‘최윤희’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세 가지 요

소로 구분하였는데 다음과 같다.‘첫째, 언어 행위와 비언어 행

위로 구분하였다.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선택하는 실질적

인 단어 또는 상징으로 표현하게 된다. 가령“무서워”라고 말할 

때 이 문장의 실질적인 단어는 언어, 음성 요소로 구성된다는 것

이다. 둘째, 언어행위와 음성행위는 구조화된 상징체계를 이용한

다고 구분하였다. 이 행위들은 그 자체의 문법체계를 이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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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들이 사용하는 수하가 여기에 속한다. 셋째, 비언어 행위와 

비음성 행위로 구분하였다. 이 요소는 음성에 의한 메시지를 제

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사용된 모든 행위라고 하였다.‘4) 또

한‘서창원’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첫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단어 없는 커뮤니케이션이

다. 둘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각 개인이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할 때 생기는 현상이다. 셋째, 비언어 커뮤니

케이션은 표정, 신체 접촉, 제스처, 냄새, 눈짓 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5)

언어 커뮤니케이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음성행위 비음성행위

구체화 되어있다. 일정한 규칙과 유형이 있다.

의도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모순된 정보가 될 수 있다.

체계적, 집중적 연구가 

더 많이 행해졌다.

최근 대두된 

새로운 연구영역 이다.

표 1. 커뮤니케이션 비교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와 어울려 여러 가지 기능적 요소

로 이를 수행하기도 한다. 감정과 느낌은 말보다 비언어적으로 

더 정확하고 쉽게 전달된다. 이러한 기능적 요소는 학습에 의해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선천적

이라는 요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행위자와 수용자간의 메시지 특징과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4) 최윤희,『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pp.12-13.

5) 서창원,「감성정보로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갖는 의의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2009,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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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표 1>과 같이 분석하였다. 즉, 

음성행위에 비해 비음성행위는 언어에 비해 구조와 유형이 덜 구

체화되어 있지만 일정한 규칙과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언어적 표현보다 언어적 표현이 더 자주 의도적 메시지의 전달

을 위해 사용된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비언어적 행위보다는 언어

와 언어유형에 체계적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 졌으나 최근에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비언어 커뮤니케이션과 카메라의 구도적 관점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영상분석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는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먼저 영화 분석에 많이 사용

되는 기호학적 분석방법에는“크리스찬 메츠의 거대통합체 분석 

방법, 프로프의 서사구조 분석방법, 롤랑바르트의 통합체 분석방

법 계열체분석 방법 및 신화분석 방법, 그레마스의 의미소 분석 

방법, 레비스토의 신화분석 방법, 그레마스의 의미 분석방법 및 

행위주 모델분석, 존 피스크의 부호와 현실, 재현 및 이데올로기

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기호학적 방법과 비판적 언

어학적 분석 방법 등을 융합한 범주화 분석 방법과 어휘 분석방

법,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6) 

애니메이션 영상화면들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들은 먼저 애니메

이션 영상화면들의 근본 의미소인‘숏'(Shot)7)으로 구분한다. 이

들 ‘숏'은 이미지 혹은 프레임을 구조적 리듬에 따라 구성되어

지는 요소로서 하나의 단락으로 연계되어 또 하나의 논리적 구조

를 이루게 된다. 이때, '숏' 은 가장 최소한의 의미소이며, 의미

소들의 묶음이 보다 커져 커다란 단계의 의미단락으로 연계된다. 

이를 의미적으로 보면 최소한의 단락적 의미에서 통합적 의미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백선기,『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p.46.

7) 박연웅,『스토리보드의 이해』, 동양문고, 2006,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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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화면의 의미소인‘숏’은 동작과 연기 등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기호요소이다. 영상화면으로서‘숏’은 

<그림 1>과 같이 기차에서 바라본 주인공 캐릭터의 모습에서 다

양한 기호학적 개념들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림 1.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와 같이 영화영상과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의 영상화면에서 

‘숏’의 해석은 동작과 연기 등 많은 압축적이며 다양한 요소로

서 활용된다. 또한 이들 각각의 '숏'에 대한 해석은 서로 연계되

어 다시 합쳐지며 커다란 해석체로 통합적으로 해석되어 진다. 

‘이렇게 통합된 '숏'들은 다시‘신(Scene)’으로 해석 되고, 다

시 이들이 합쳐지면서‘시퀸스(Squence)‘로서 해석되어 진다. 

전체 영상화면들이 통합적으로 수렴되어지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

에 있다.’8) 

이는 언어로 이루어진 고정된 부호나 신호들에 대한 해석과도 

매우 밀접하며 현재까지의 기호학적 해석의 방식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많은 논증꺼리가 된다. 즉, 영화나 TV 보

도의  영상화면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면

서 형성되는 역동적인 영상화면의 복합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속성에 맞게 적절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처럼 움직이

8) 백선기, 앞의 책,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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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상들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분석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Ⅲ. 기호학적 적용

1. 그레마스의 행위주

본 논문에서는 첫째, 등장인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하고 둘째,‘숏’이라는 영상 부호화를 통해 어떻게 서사구조를 

관객에게 접근시켰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레마스(Greimas)9)와 

피스크(J. Fiske)10)의 기호이론을 차용하였다. 먼저 그레마스의 

기호이론을 살펴 보면 그레마스의 기호이론은 예름슬레우와 테니

에르의 언어이론에 착상을 두었다. 그의 기호이론은 텍스트의 통

사를 기본 발화체들의 연속으로 간주하여 서술어와 ‘행위주

(Actant)’11)들의 통합체로 간주한다. 여기서 기본 발화체란 몇 

개의 구성요소들로 분석될 수 있는 하나의 부류로 본다. 그레마

스는 기본 발화체의 형식 대신, 발화체를 구성하는 함수에 대한 

정의와 독립적으로 다수의 정형화된 공식들을 제시하였다. 즉, 

여기서 발화체는 행위자들의 관계들로 정의되는 동사를 기본적인 

9) 파리 기호학파의 창시자 A.J. 그레마스(Greimas, 1917~1992)는 기호학계와 언

어학계에서 중요한 저작으로 평가되는 『구조의미론(Structural Semantics)』

을 1966년에 간행했다. 60년대 말에 발표한 논문 「기호학적 제약의 놀이들

("Les jeux des contraintes sémiotiques", in: Du Sens)」에 등장하는 용어

인 '기호학적 사각형'이란, 대수적(代數的)인 기호를 처음으로 사용함으로써 

참된 의미의 기호학적인 '모델'을 말한다.

10) 피스크는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과 방법론을 적극 도입해 미디어와 문화 연구

에 미국의 실증주의 관점과 유럽식 비판 연구 관점을 적절히 접목시켰다. 커

뮤니케이션, 미디어, 문화에 많은 저서를 남겼다. 주목받는 저서는 

Understanding Popular Culture(1989), Reading the Popular(1989), 

Television Culture(1987), Key Concepts in Communication(1983), Reading 

Television(1978) 등이 있다. 2012, 커뮤니케이션북스

11) 행위주(Actant), 혹은 행위자란 다른 모든 한정 수식으로부터 독립해서 행위

를 완수하거나 감수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말한다. 앞서 밝힌 대로, 이 개념은 

테니예르에게서 빌려온 것인데, 그의 정의에 따르면, “행위자란 어떤 자격이

건 또 어떤 방식으로든 간단한 구성체와 가장 수동적인 방식으로 과정에 참여

하는 존재들이나 사물들을 말 한다.” 이 같은 시각에서 행위자는 어떤 의미

론적 이데올로기적 투자에 선행하여 엄밀하게 형식적인 특징을 띠는 통사적 

단위의 유형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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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삼게 되는데 그 결과 행위자들을 구성하는 관계와 함수로

서 발화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F(A1, A2, ........)

(F는 함수를, A1, A2, .....는 행위자들을 나타내는 약어이다.)

그레마스는 정형화된 발화체가 두 개 또는 세 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원적 행위자로 이루어진 발화체는, 행동을 

수반하는 행위자와 행동을 감수하는 행위자의 함수로 이루어진

다.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발화체에서 첫 번째 행위자와 두 

번째 행위자는 각각 주체 행위자와 대상 행위자라고 명명하였다. 

반대로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발화체에서는 제 3의 행위자에 

의해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레마스는 이 삼원적 행위자로 이루어

진 최소의 의미론적 투자를 설명하기 위해, 첫 번째 행위자를 발

신자, 두 번째 행위자를 대상, 세 번째 행위자를 수신자로 명명

하였다.

F(S ; O)

F(D1 ; O ; D2)

단순 서술체 F(A1, A2) 라는 정형적 공식에서 출발해, 그레마

스는 서술물을 특징짓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발화체의 유형론을 

제시한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연쇄화된 발화체의 시퀸스가 하나

의 서술물을 구성하게 된다. 이때 서술물은 하나의 전반적인 발

화체로 간주된다.

또는 직선적인 표기법으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EN1=F 하다(S 

→ O), EN2 = F 소통(발신자  → 대상 → 수신자)12)

그레마스에 있어서 행위소의 표준적 표상작용은 그것의 기능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상황의 언표’즉‘S ∧ 

O' 또는‘S ∨ O' 와 이러한 상황들 사이에 존재하는 변형을 작

동시키는 행위의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이접(disjunction)과 연접

(conjunction)의 정식인‘S ∨ O ⇒ S ∧ O' 그리고 이들 간의 

변형행위 ① PN=F 변형 [S1 ⇒ (S2 ⇒ S ∧ O)] 또는 ② PN=F 변

12) 김성도,『구조에서 감성으로』, 고려대학교출판부, 2003, pp.19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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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S1 ⇒ (S2 ∨ O)] 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이것을 일상 언어

로 의역하면 ’행위 - 존재’에 해당된다. 행위주체 S1은 상태주

체 S2가 대상 O와 연접관계(∧)에 놓이게 하거나 이접관계(∨)에 

놓이게 한다. ①의 경우 프롭이 분석한 민담의 경우‘결핍’으로

부터 ‘결핍의 해소’로 이행하는 과정과 같은 변형이라고 생각

하면 될 것이다. ②는 상실의 프로그램이다.

표층구조의 이야기체 층위에서는 상태주체와 가치대상자간의 

관계가 연접이냐 이접이냐에 의하여 드러난다. 따라서 변형은 논

리적이면서도 횡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13)

2. 피스크의 영상화면 기호이론

미디어는 오늘날에 이르러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정

보의 전달도구로 사용되어진다. 주로 텍스트와 그래픽에 의해 전

달되어지는데 이러한 정보방법은 과거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면서

도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 할 수 있게 되었다. 공간, 표현형식인 

약호, 시간 등을 적절히 활용한 수많은 정보가 영상을 통해 하나

의 메시지로 활용되어진다. 이러한 미디어를 통한 영상매체산업

은 수많은 영상물들을 통해 소비자의 의식과 시지각을 한층 올려

놓았다. 최근 이러한 소비자인 수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디어 기호이론이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문화연구학자인 

피스크의 기호이론인 영상화면 분석이론을 살펴보면 먼저 텔레비

전의 기호학적 부호에 대해 그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

였다.“텔레비전의 기호학적 의미도 관습과 관행에 따라 발전되

어 왔다. 흔히 카메라를 향해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아나운서나 

미디어의 종사자들인데 방송작가가 써준 대본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숏’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게 인터뷰

에 임하는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경험하거

나 목격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직접 카메라에 대고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하는 사람이나 기자들을 보면서 말하는 

13) 김윤배,“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기호학적 생성구조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3, 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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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가지고 있다.”14)라고 하였다. 만약 이들이 카메라를 정

면으로 돌려 말한다면 시청자는 매우 거슬리는 행위로 간주할 것

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스튜디오의 관습이 특정한 약호를 만들어

내며 기표에 따라 다른 함축의미를 파생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미디어의 기능적 역할에 따라 이러한 미

디어 기호학의 의미생성 도구로써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

였다.“첫 번째는 '사회적 부호(Social codes)'이다. 텔레비전의 

영상화면에서 나타난 외모, 의상, 분장, 환경, 행동, 말, 제스

처, 표현, 음향 등을 일컬으며 이를 통해 현실로 나타낸다는 것

이다. 두 번째는‘기술적 부호(technical codes)이다. 카메라 

‘숏’기법, 조명, 편집, 음악, 음향 등을 들고 있으며 이들 부

호들을 통해서 재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데올로기적 

부호(Ideological codes)이다. 재현이 지닌 속성들을 보다 심화

시킨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이것은 영상화면 자체에서 여러 단계

를 거치면서 다양한 기호작용들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드러낸다는 

것이다.”15) 이와 같이 카메라의 기능적 역할은 사진의 연속장면

이나 영상화면에 대한 해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의 카

메라의 기능적 역할 즉,‘숏’은 언어 및 고정된 부호나 신호들

에 대한 해석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는 피스

크의 사회적 부호, 기술적 부호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부호를 적

용하여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Ⅳ. 기호학적 분석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마법과 현실이 공존하며 일어나는 

이야기체를 이루고 있다. 먼저 스토리의 발단이 되는 사건으로 

주인공인 소피가 오해로 인해 황야의 마법사에게서 마법에 걸리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주인공인‘하울’을 만나러 가

14) 존 피스크. 강태완, 김남선 옮김.『커뮤니케이션학이란 무엇인가』, 커뮤니

케이션북스, 2008, p.268

15) 백선기, 앞의 책,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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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마법의 실마리는‘가루슈파’와‘하

울’이며 이는‘소피’의 사랑이 결국 저주를 풀어내는 서사구조

로 이루어져 있다. 이 애니메이션은 마법과 사랑이라는 단순한 

구조로 평가되었을 수 있으며 일반 관객도 이해하기가 쉬운 서사

구조로 되어있다. 그러나 무엇이 이 애니메이션을 이슈화시켰는

지 다음과 같이 기호학적 분석들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시퀀스1
‘소피’는 평범한 모자가게에서 일하는  소녀.

동생을 만나러 간다.

시퀀스2
무장군인을 만나 봉변을 받을 때 하울’이 

구해준다.

시퀀스3
오해를 한 황야의 마녀는 소피를 90세 노인으로

 만든다.

시퀀스4 마법을 풀기위해‘하울’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시퀀스5
가정부가 된 소피는‘하울’의 성안에서 여러 인연을 

만난다.

시퀀스6
소피는‘하울’의 힘이 되 주고 ‘하울’도 소피의

진짜모습을 알게 된다.

시퀀스7
하울’에게 가장 소중한 심장을 찾아 주면서 소피’의

저주가 풀린다.

표 2. ‘하울의 움직이는 성’ 시퀸스 구조

첫째,‘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서사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이

야기체의 형태소인 시퀸스(Sequence)를 토대로 <표 1>과 같이 일

곱 단계로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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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일곱단계 시퀸스 구조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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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시퀸스의 특징은 등장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토대로 이루

어져 있으며 사건의 추이에 의해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의 추이를 따라가는 서사구조는 영화전체를 더욱 이

해하기 쉽게 만들며 특히 마법의 연계성은 사건의 타당성을 더욱 

쉽게 만들어가는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시퀸스를 이용한 의한 

서사구조 분석은 타당하며 이들 등장인물의 수행행위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등장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보

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그레마스(Greimas)의 

행위주 모델을 차용하여 기호학적 분석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첫 

번째,‘소피’를 주체로 놓았을 때,‘소피’가 추구하는 대상은 

마법이며 이를 위해 또 다른 주인공‘하울’을 만나기 위한 행위

에 있다. 이를 위해‘하울의 성’에 가정부로 일을 하게 되는 것

이다. 이러한 행위를 수행하게 된 근원이 되는 발신자의 위치에

는 황야의 마법사가 놓이게 된다. 그리고 소피를 도와주는 협조

자들은‘허수아비’와‘가루슈파’가 된다. 이와는 반대로 적대

자들의 위치에는‘설리반’이 놓이게 된다.

    발신자                   대상                   수신자 

(황야의 마법사)    ⇒    (마법/사랑)     ⇒        (하울/사랑)

                           ⇑            

   협조자                   주체                     반대자

 (가루슈파)       ⇒       (소피)        ⇒         (설리반)

  

표 4.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행위주 모델(‘소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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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들 행위주들의 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그레마스(Greimas)의 이접(Disjunction)과 연접(Conjunction)의 

개념을 적용하여 <표 4>와 같이 분석하였다. 이들 이접과 연접의 

개념은 기호학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보

다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체 S1: 소피, S2: 하울, S3: 황야의 마법사, 

S4: 설리반, S5: 허수아비

대상 O1: 노인으로 만든 마법, O2: 소중한 심장,

     O3: 가정부 , O4: 사랑의 힘, O5: 저주풀림

EN1=S3→(S1cO1)

S3황야의 마법사의 오해로 S1소피는 90세 노인

으로 바뀐다. 이를 풀기위해 S2하울을 만나러 

여행을 떠난다. 사건의 발단이다.

EN2=S1→{(S5∧O3)

→(S4∨O5)}

S1소피는 S5허수아비의 도움으로 하울의 성에 

가정부로 일한다. S4설리반과 같은 인연을 

만난다. 사건의 진행이다.

EN3=S1→{(S2∧O2)

→(S2∨O2)}

S1소피는 O2가루슈파와 하울이 생명을 함께

하는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건의 실마리이다.

EN4=S2→{(S1∧O3)

→(S1∨O3)}

S3황야의 마법사와 S4설리반 모두 적대세력

이지만 S1소피의 사랑의 힘으로 저주를 푼다. 

사건의 결과이다.

EN5=S1,S2→{(S1∧

O4)→(S1,S5∨O5)}

S1소피의 마법이 풀린다. S2하울이 살아난다. 

S5허수아비가 왕자로 변한다.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표 5.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이접과 연접의 등장인물 관계

이들의 총체적 관계는 수행행위 EN1이 EN3의 원인이 되고, EN2

가 EN4의 원인이 된다. 나아가 다시 EN2가 EN4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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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종행위인 EN5를 중심으로 볼 때 EN4는 EN2로 연계되고 

EN3는 EN1과 연계되어 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바로 등장인물

들 사이의 이접 관계로 전이 되었으며 모든 것이‘마법’으로 귀

결되게끔 하였다. 이처럼‘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인물들은 서

사구조와 맥락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의미생성의 가교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다.

넷째,‘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이데올로기를 파악하기 위해 

피스크의 영상의 부호화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표 5>와 같이 분

석 하였다. 사회적 부호로는 영상화면에서 나타난 외모, 의상, 

환경, 행동, 제스처 등과 기술적 부호인 카메라 '숏'을 카메라의 

기능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데올로기 부호로써 캐릭

터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였다. 이는 영상화면 자체에서 다양한 

부호들을 통해 그 의미를 새롭게 생성해 가려는데 목적이 있다.

C1시퀸스의 대표 장면은 전체적으로 블루의 파스텔톤 화면 구

성이다. 캐릭터의상은 장면 내내 파스텔의 녹청색으로 그려져 있

으나 결론이 다다를수록 밝은 하늘색으로 변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C1시퀸스의 장면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구성의 핵심은 주

인공인 ‘소피’와 ‘하울’이 만나는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대표되는 카메라의 '숏'은 미디엄 '숏'으로 등장인물을 잡고 

있다. 미디엄 '숏'은 주로 캐릭터가 피사체인 경우 무릎이나 허

리 위를 잡는 '숏'으로 캐릭터의 감성을 쫒는 다기 보다는 기능

적으로 표현된 '숏'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평범하게 쓰이는 

'숏'으로 관객이 피사체인 캐릭터의 표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

물에게 다가가지만, 캐릭터 몸 전체의 동작을 포착 할 수 있을 

만큼 떨어져 있기도 하다. 캐릭터의 얼굴이 보이고, 몸동작도 보

이고 배경도 보이므로 당연히 관객은 별다른 생각 없이 편안하게 

화면을 보게 된다. C1시퀸스의 장면은 두 주인공인 ‘소피’와 

‘하울’의 만남과 궁금증을 주고받는 관계로 마법의 열쇄가 되

는 사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하울’의 귀족스러운 복장과 

소피의 절제된 복장은 극중 대조를 이루고 있는 캐릭터의 정체성

을 나타낸다.



143

시퀸스 숏 기호표현 기호내용

C1

1 Extream Long shot 안개가 푸른 초원위에 있다.

2 Medium shot 안개가 걷히고 성이 걸어간다.

3 Medium shot 소피가 모자를 만들고 있다.

4 Close Up shot 소피가 사색에 잠긴다.

C2

5 Wide shot 동생을 찾아 거리를 나선다.

6 Two shot 무장군인이 등장한다.

7 Medium shot 무장군인에게서 소피를 구해낸다.

8 Medium shot 소피와 하울이 하늘을 난다.

C3

9 Full shot
방안에 소피가 등을 보이며 서 있

다.

10 Single shot 황야의 마법사가 등장한다.

11 Close Up shot 황야의 마법사가 저주를 한다.

12 Medium shot 마법에 걸린 소피가 놀라고 있다.

C4

13 Single shot
침대에 소피가 등 보이며 앉아 있

다.

14 Single shot 하울을 찾으러 길을 나선다.

15 Medium shot 소피가 언덕을 오른다.

16 Two shot 소피가 허수아비를 만난다.

C5

17 Long shot 하울의 성 입구에 소피가 서 있다.

18 Medium shot 허수아비의 안내를 받는다.

19 Close Up shot 소피와 가루슈파가 만난다.

20 Two shot 소피가 다른 인연을 만나다.

C6

21 Medium shot 설리반과 하울이 만난다.

22 Medium shot
소피가 다른 인연과의 관계를 만든

다.

23 Two shot 소피가 제안을 받는다.

24 Medium shot 소피가 하울의 실체를 알게 된다.

C7

25 Close Up shot 소피가 하울의 죽음을 슬퍼한다.

26 Close Up shot 하울에게 심장을 넣어준다.

27 Medium shot 허수아비가 왕자로 변한다.

28 Extream Long shot 성이 화면 속으로 사라진다.

표 6.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시퀸스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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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시퀸스의 대표 장면을 살펴보면 먼저 유럽의 근대시대를 보

는듯한 건물과 마을의 전경을 배경으로 한‘와이드 숏’과‘풀 

숏’은‘하울의 움직이는 성의’작품 세계관을 우선적으로 나타

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다른 시퀸스에 비해‘와이드 숏’과 

‘풀 숏’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된다. 각 장면 마다 계산된 '

숏'은 주인공‘소피’의 동선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평범한 복장

과 각 장면의‘숏’은 주인공‘소피’가 평범한 소녀로 묘사하고 

있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투 숏’을 기본으로 새하얀 뭉게구름

을 뒤편으로 파란 하늘 위에서‘하울’과 비행하는‘소피’의 모

습은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려보았을 인간의 원초적 본

능을 애니메이션영상의 평면공간에 표현해 내고 있다.

C3시퀸스의 대표 장면들은‘소피’가‘황야의 마법사’에게 마

법이 걸려 좌절과 고내를 보여주는 시퀸스로‘싱글 숏’과‘클로

즈업 숏’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황야의 마법사’를 만나

는 모자가게는 고풍스러우면서도 어두운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

다. 공포와 앞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어두운 배경으로 잘 묘사

하고 있다. 행위주 모형에서 발신자의 주체인 ‘황야의 마법사’

는 뚱뚱하고 고집스러운 중년의 귀부인 캐릭터로서 권위와 독재

자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 황야의 마법사의 의사전달‘숏’

은 주로‘클로즈업 숏’이 주류를 이룬다.

C4시퀸스의 대표 장면들은‘소피’가 마법을 풀기 위해‘하

울’을 만나러 여행을 떠나는 시퀸스로 주로‘니 숏’과‘미디엄 

숏’ 그리고‘풀 숏’이 주류를 이룬다. 서사구조의 특성상 자연

경광이 많이 나오는 시퀸스로 자연물인 강과 산 그리고 뭉게구름

을 묘사하기위한 장면들로 구선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소피’

의 의상이 처음부터 계속 같은 옷인데 이C4시퀸스부터 색상만 회

색의 보라색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극중 주인공‘소피’가 

가장 암울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행위

주 모형에서 조력자의 역할인‘허수아비’를 만나는 과정은 주로 

‘투 숏’으로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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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시퀸스의 장면들은 서사구조상 가장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 

장면들로‘싱글 숏’과‘투 숏’그리고‘클로즈업 숏’이 주류를 

이룬다. 간간히‘인서트 숏’으로 캐릭터의 감정을 더욱 세밀하

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게 된다.‘가루슈파’와‘설리반’ 

그리고‘황야의 마법사’의 심리와 감정전달을 위해‘익스트림 

숏’과‘싱글 숏’이 강조 되었다. 특히 주인공‘소피’가 사랑

과 희망의 메시지를 보일 때마다 소피의 얼굴이 순간 다시 젊어

지거나‘소피’의 의상이 짙은 파랑색으로 변할 때‘클로즈업 

숏’의 비언어적 의미생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극의 반전을 예

견하고 있다.

C6시퀸스의 장면들은 서사구조상 크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것으

로 극중의 긴장감과 갈등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가 결론적으로 대

두되는 시퀸스이다. 또한 숏의 긴장감과 흐름을 갖게 하기위해 

다양한 앵글 표현으로‘숏’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나타낸다.‘로

우 앵글 숏’과‘오보더 숄더 숏’이 강하게 나타낸다. 또한‘소

피’의 긴 여정이 마무리 되어가며 여러 인연들의 관계가 풀어지

는 결론 직전의 시퀸스로 극적 서사구조와 긴장감이 표현되고 있

다. 이제까지 뒤로 묶여있던 소피의 머리가 단발머리로 풀어지며 

변화된 시퀸스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가루슈파’의 과장된 만

화적 표현은 팽팽한 긴장속의 친근함을 놓지 않고 있다. 

C7시퀸스의 대표 장면들은 결말의 시퀸스로‘클로즈업 숏’과 

‘미디엄 숏’그리고‘투 숏’이 주류를 이룬다. 또한 엔딩장면

의‘롱 숏’으로 극의 마무리를 묘사한다.‘투 숏’의 비언어적 

기능은‘미디엄 숏’과 더불어 마법의 저주가 마침내 풀리는 서

사구조의 결말을 이끌어낸다. 대화형식에 의한 설명이 주된 기능

으로‘하울’에게 가장 소중한 심장을 찾아 주면서 주인공‘소

피’가 갈구하던 사랑과 희망을 얻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이‘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는 영상기표의 사용을 카

메라의‘숏’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숏’의 역할은 영

상이 내포하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드러내는데 

사용되고 있다. 영상기표의 장면은 함축적이면서 다양한 의미를 



146

좀 더 정교하고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영상물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수용자가 서사구조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풀 숏’과‘미디엄 숏’이 주축을 이

룬다는 것이다. 뭉게구름과 푸른 하늘 그리고 움직이는‘하울의 

성’을 서정적이고 아름답게 설명하기위해 이러한 영상기표인

‘숏’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이 영상 전반에 

사용된 함축적인 의미는 가까웠던 근대시대의 과거를 배경으로 

우리가 경험했던‘과거’와 미지의 세계인 상상을 동시에 영상화

면에 공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영상기표들인‘숏’들과 

더불어 동심의 세계를 자극하는 감성과 관객이 편안하게 영상의 

메시지를 접근시키며 이러한 배경위에 순수한 열정과 희망이라는 

상징하는‘소피’를 통해 상상과 희망을 열망하는 이데올로기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화면구성의 특징

을 살펴보면 우선 화면으로부터 등을 지고 있는‘소피’의 경우

가 빈번히 나타난다. 앞으로의 불안한 극중 전개에 대한 메시지

로 해석 될 수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있는‘소피’의 모습에서 그

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갈등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을 돌리고 있는 행위 자체에서 바라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동정적인 공감을 느끼게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보다 

화면에 나타난 구도적 장면은 주인공인‘소피’를 향해 바라보는 

관객의 모습과‘소피’의 등을 돌린 동작에서 카메라 시점이 일

치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처음 등

장하는‘하울’의 모습은 캐주얼한 정장과 짧지 않은 코트 등에

서 20대 중후반의 인텔리한 남성이라는 것을 유추해본다. 특히 

한쪽 팔로 주인공‘소피’를 안고 날아가는 장면은 비대칭적인 

‘풀 숏’의 특징과 극을 이끌어가는‘주체자’행위의 모습으로 

비쳐진다. 이러한 카메라의 구도법에 의한‘숏’기법은‘하울’

이 문제해결의 열쇄라는 캐릭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반면 

주인공인‘소피’의 경우 종종 화면 밖을 향해 눈을 감고 있는 

표정과 화면을 향해 얼굴을 살며시 드러낼 때 수동적이며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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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가 부각 되는 캐릭터라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는 색의 특성을 통해 극중 긴장감

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주인공‘소피’의 경우 

때 묻지 않는 순수한, 순결한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남성 주

인공인‘하울’은 보라색과 분홍색의 배합으로 상대적으로 푸른

색을 많이 담고 있는 여성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자유분방

한 이미지를 드러낸다. 반면 소피가 입고 있는 옷은 극중 상화에 

따라 변해가는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극의 색을 통해 

소피의 상황을 묘사하여 관객의 상상을 유도하며 극중의 서사구

조와 같은 맥락을 공유할 수 있게 의미를 두고 있다. 이처럼 색

에 의한 전개는 화면의 구도에 대한 메시지와 관객의 집중력을 

더하게 되는 필연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색에 의한 전개는 

관객들로 하여금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많이 나타내고 

있다. 또한 반대자에 해당하는 캐릭터들은 색의 대비로 인해 인

간 갈등의 이중적 구조의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저주받은 

마법을 풀기위한 희망과 사랑으로 미지의 희망과 자아를 찾아가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마법이 걸려 노인이 되어버린‘소

피’의 모습과 시간에 의한 서사구조의 전개를 나타내는‘소피’

의 의상은 관객의 시선을 영상에 보다 더 집중시키며 상상과 희

망을 열망하는 이데올로기를 내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소피’라는 캐릭터 자체가 사랑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이데

올로기이며 동일시되는‘하울’의 캐릭터는 잊고 있던 동심의 상

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숏’의 부호적 특성은 

관객과 작품을 연결하는 결정적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도

출할 수 있었다.

Ⅳ. 결론

애니메이션은 시나리오라는 특정적 서사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이야기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설정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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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서로 관계되어 대립, 협조, 갈등의 상황으로 진행된다. 이

들 인물들의 설정과 관계구도는 애니메이션의 시나리오를 바탕으

로 하는 서사구조를 이루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영상화면이라는 독자적인 기호체계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기호학의 개념이 애니메이션의 영상화면에 어떻게 적

용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애니메이션의 영상

화면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커뮤니케이션 보다는 비언

어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널리 작품의 요소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중에 하나가 카메라에 의한 커뮤니티

체계이다. 

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인‘숏’은 도구로써 카메라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며 주로 구도적 관점에서 의미가 전달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영상화면에 대한 카메라의 구도적 분석에 따라 

작품의 의도가 강력하게 전달되기도 하고 무시되기도 한다. 즉, 

수용자인 관객에게 서사구조를 전달시키는 직관적인 도구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카메라의 구도적 관점에서 영상화면과 서사구조

해석에 대해 기호학의 개념이나 구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양

하게 연구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진행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서사구조와 영상화면해석의 측면에서 기호학적

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기호학적 분석방법으로는 시퀸스 분

석, 행위주 분석, 이접 연접분석 그리고 미디어 기호학의‘숏’

을 이용하였다. 본론인 2장에서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텍스트 커뮤니케이션과의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1장에서 언급하였던 기호 및 의미 특성의 기호학적 이

론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기호학적 방법들을 차용하여 애니메이션 작품을 분석하였

다. 분석내용은 먼저 시퀸스와 서사구조의 파악 행위주 모델 그

리고 영상화면 분석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애니메이션

의 배경화면과 소품들, 캐릭터의 외모와 의상 등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인 기호학적 분석방법들로는‘그레마스의 서사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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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행위주 모델’을 적용하였다. 특히 행위주 모델에서는 기하학

적 함수 관계를 적용하여 등장인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

악하였다. 또한‘숏’이라는 영상 부호화를 통해 어떻게 서사구

조를 관객에게 접근시켰는가를 파악하였다. 

이들 기호학적 분석방법들을 차용하여 분석한 결과‘하울의 움

직이는 성’은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마법이 풀려가는 과정과 사랑이 진행되는 과정이 누구나 쉽게 파

악할 수 있도록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애니메이션 

영상이 지녔던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사구조의 흐름에 따라 연출되었던‘숏’들 역시 이야기가 구성

되는 메시지 전달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연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나타난 이러한‘숏’

에 의한 화면구성들은 포지티브 공간인 배경과 여러 가지 소도구

들 그리고 캐릭터에 의한 이데올로기가 적절히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해하기 쉬운 서사구조와 이를 연출하는

‘숏’의 미디어 기호들은‘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애니메이션 영상

화면과 서사구조해석에 있어서 카메라의 관점인 '숏'이 갖는 의

미와 역할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른 수용자의 해석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숏’에 의해 상호작용하는 부호적 특성은 관객과 

작품을 연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카메라의 구도적 관점에서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의 

적용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통해 행위자, 작품, 수용자간의 소통

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최윤희,『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백선기,『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150

박연웅,『스토리보드의 이해』,동양문고, 2006.

김성도,『구조에서 감성으로』, 고려대학교출판부, 2003.

존 피스크. 강태완, 김남선 옮김.『커뮤니케이션학이란 무엇인가』,커뮤

니케이션북스, 2008.

백선기,『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유르겐 트라반트. 안정오 옮김,『기호학의 전통과 경향』, 인간사랑, 

2001.

김윤배,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기호학적 생성구조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서창원,「감성정보로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갖는 의의에 관한 연

구」, 『한국기초조형학회』, 2009.

Fiske, J, Teleision Culture, London: Methuen, 1987.

Fiske, J, Understanding popular culture. Boston: Uniwin Hyman, 

1989.

Fiske, J, Reading the popular, Boston: Uniwin Hyman, 1989.

Fiske & John Hartely, Reading Television, London New York: 

Rountledes, 1988.

Jensen, K. & Jankowski, N, A Handbook of Qualitative Methodologis 

for mass Communication Research , London and York: Rountledes, 

1991.

Selby, K & Ron Cowdery, How to study Television, London: Macmilan, 

1995.



151

ABSTRACT

Compositional Viewpoint Of Camera Appears In Animation 

Picture Screen

(Revolves Around Nonverbal Communication)

Jang, Dong-Yeul

This study is focused on a compositional viewpoint of camera 

appears in animation feature films through nonverbal communication 

approach; analyzing the approach would reveal more effective 

interaction between receivers’ and actants’ communication. The 

content of study includes semiological analysis of one of Hayao 

Miyazaki’s master pieces, Howl's Moving Castle, in terms of 

descriptive structure and interpretation of screen.  The 

semiological analysis methods in this study composes with sequence 

analysis, actant analysis, disjunction and conjunction analysis, 

and “shot” in media semiology analysis. Through these analyses, a 

conclusion has been drawn that a characteristic of interactive 

symbol connects audience and feature films. This study applies 

nonverbal communication in compositional viewpoint of camera to 

bring more effective approach for communication among  actants, 

animation feature films, and receivers.

Key Word : Snapshot camera, angles, sequences, non-verbal 

communication, mutual si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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