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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provides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arodying of the body and political powers in 
the traditional animation and Shrek Series based on the discourse of Foucault. For the research, 
parody theories and Foucault's discourse were reviewed through the literature study, and Shrek 
Series was analyzed through positive study. The Shrek Series overturned stereotypes of the tradi-
tional animation by means of parody, especially showing a true body and a political power in the 
post-modern society. Foucault focused on the body and newly changed political power in the 
post-modern society. A body was changed into resistant and combative forms rather than obedient 
and submissive under control of the community power. In addition, political power was changed 
into relationship-oriented, decentralized and creative power rather than the centralized and 
class-based. In the traditional fairy tales, heroes and heroines are beautiful and perfect characters 
who obtain wealth and honor and live a happy life forever. However, heros and heroines in the 
Shrek Series are not attractive and do not have the ideal body shape, but rather have creative 
and active personalities and show indifference towards wealth and honor. Furthermore, their 
dress colors show the change into lower value and higher chroma. The Shrek Series is a fu-
ture-oriented animation which created a fluid body and a creative political power in the 
post-moder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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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사회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몸의 중요

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몸은 다양한 예술작품의 주제

로 반영되어 대중매체를 통한 대중과의 커뮤니케이

션을 추구한다. 특히 애니메이션은 유머라는 방법으

로 다양한 연령층의 대중에게 쉽게 몸을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패러디는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 애니메이션, TV드라마를 소재로 이용하여 관

객들에게 새롭지만 익숙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는 장

점을 가진다. 몸은 패러디소재로서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 권력의 상징적

수단으로 사용된다. 몸은 보이는 외형과 기능에 따라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타자에게 지배받는 특성

을 지니고 있다. 푸코는 진정한 몸은 사회 속 테두리

안에서 권력적 시각을 포함하고 고정적 이데올로기

에 도전한다고 말한다.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은 대중

들에게 몸의 특성을 활용하여 몸의 정치·권력적 시각

을 풍자적·은유적으로 상징화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애니메이션과 슈렉시리즈에

나타난 몸과 정치권력의 패러디적 특성을 푸코의 담

론을 바탕으로 비교 고찰한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

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로 패러디의

이론과 푸코의 몸과 정치권력에 관한 담론을 고찰한

다. 실증연구로는 패러디의 대표적 애니메이션인 드

림웍스(Dreamworks) 슈렉시리즈(Shrek series)를 분

석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슈렉시리즈는 전통애니

메이션(ex: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설 공주, 인어공

주 등)에 나타난 아름다운 몸의 개념을 전복시킨 패

러디의 총체임을 밝힌바 있다.1) 본 연구자는 2012년

까지 상영되었던 슈렉시리즈 총 4편2)과 비(非)패러

디적인 전통애니메이션으로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들(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설 공주, 인어공주, 라이온

킹, 이집트왕자 등)을 연구 대상으로, 극중 등장하는

주인공들과 보조 인물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푸코의

담론 중 포스트모더니즘 이전과 이후의 몸과 정치권

력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전통애니메이션과

슈렉시리즈에 나타난 몸과 정치권력을 비교분석하고

진정한 몸과 정치권력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패러디 이론
패러디는 모방과 창조의 결합이다. 패러디는 대중

에게 기존 선행양식의 고상함을 뒤틀고, 원본과 차이

가 있는 모방으로 새로운 시각을 전달한다. 모방은

원작과 다소 밀접한 근거를 두고서 모방하는 사고나

구절의 전환을 통해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창출한

다.3) 포스트모더니즘 이전에 패러디는 ‘위작, 표절’이

라는 이름으로 예술의 진품성을 위배하는 지탄의 대

상이었다. 하지만 패러디는 원본을 끊임없이 상기시

켜주는 회귀의 성격을 가지고, 원본에 대하여 새로운

가치 부여와 새로운 시각적 접근이 가능케 하므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예술창작을 위한 중요한

필수전략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패러디의 소재가 되는 선행양식은 특

정 작가, 특정 사조의 잘 알려진 유명한 양식4)이며,

애니메이션에서 사용하는 패러디의 소재는 주로‘모두

의 행복’이라는 정해진 결말을 가지는 전통애니메이

션들이나 틀에 박힌 사람들의 사고나, 사회전반적인

고정관념들이다. 오늘날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이러한

패러디적 요소를 정치적으로 공정하고 당당히 사용

한다. 이는 단순한 비판적 성향이 아닌, 긍정적·가치

중립적으로 나타나며 임의적·유희적 표현으로 대중에

게 사회전반과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어 포스트 모

더니즘적 성격을 지닌다.5) 몸은 애니메이션 속에서

패러디라는 방법으로 재생산되고 창조되며, 몸에서

비롯된 정치권력은 모더니즘적인 사고를 비판하고

폭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주체가 된다. 변화된

몸은 저항성과 공격적 성향으로 나타나지만 결론적

으로 긍정적이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타협적이고 주

체적인 힘이다.

2. 푸코의 몸과 정치권력
미셸 푸코(Michael Foucault)는 몸의 기능이나 외

형에 의해 구분되어지고 차별받는 몸에 관하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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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러한 위계적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이론적

틀을 제안하였다. 몸이라는 매체는 불평등과 억압을

양산하게 되었고 서열구조로서 인간을 판단하는 기

준이 되었는데 푸코는 몸의 다름이나 위계화를 파생

시켰던 사회속의 구조를 해체하고 유동적인 변화와

전복이 가능한 정치적 장으로서 몸을 재조명하였다.

푸코는 몸이 사회 속 테두리 안에서 권력적 시각

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정적 이데올로기에 도전한다

고 해석하였다. 그가 말한 몸의 정치는 사회 속 문화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몸의 규정에 대항하는 정

치적 저항 과정이다. 진정한 몸의 정치는 과거의 개

념과는 달리 사회적인 것에서부터 일상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의미로서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미시적인

부분까지 확장되고 구체화된다.6)

기존의 정치는 공동체의 생존, 공동체의 목표, 공

동선을 지향하는 활동으로 공익을 위해서라면 소수

의 행동방향도 다수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는 성격

을 가진다. 푸코는 이러한 정치적 개념이 국가를 중

심으로 한 다수의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가한다.

제도적 역사로서 정치를 상부구조인 국가기구와 법

적 체계로만 한정시켜온 것에 대해 부정하며 새로운

모델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7) 푸코는 사람들

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생산하는

정치적 체제를 재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동

안 권력의 형태로 이해되지 않았던 여러 형태에 관

하여 ‘정치권력’이라고 명명하였다.8) 푸코의 담론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권력이란 제도와 구조, 소유될 수 있는 실체

가 아닌 하나의 전략이며 지배계급이 획득하여 소유

하는 특권이 아니라 지배계급이 점하는 전략적 입장

의 총체적인 효과이다. 두 번째, 권력관계는 다른 형

태의 관계들(경제적, 지적, 성적 관계)의 외부에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들 속에 내재되어있다.

권력관계는 그러한 관계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분배,

불균등, 불균형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동시에 내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세 번째, 권력은 밑에서부터 올라

온다. 권력관계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국지적이고

다양한 힘의 전체 이익을 위한 관계로서 사회의 전

역에 걸쳐 생성된다. 네 번째, 권력이 존재하는 곳에

는 저항이 있으며 이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나타

난다. 저항과 권력은 양분될 수 없는 두 대치이며 이

거점들이 체계화 될 수 있을 때 혁명이 가능하다. 다

섯 번째, 권력은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힘이라기보다

는 창조적이고 건설적이며 적극적인 힘이다. 권력은

금지하고 부정하며 항상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성향

을 지닌다고 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생산성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며 나타난다. 여섯 번째, 권력

은 익명성과 비인격성을 나타낸다. 권력은 장치를 움

직이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치 그 자체에 내

재되어 있으며 그런 장치에 의해 권력관계와 권력대

상이 만들어진다. 권력은 보여 지는 것이 아니라 보

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보는 장치에 의해 개인

은 감시되고 관리 훈련되며 전적으로 장악 당한다.

개인들은 이를 통해 자신에 관한 의식을 갖게 되며

주관성을 형성하게 된다.

푸코는 포스트모더니즘 이전시대 개인의 몸은 강압

적 장치와 권력에 의해 감시, 관리, 훈련되어 전적으로

국가나 강자에게 장악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바뀐 권력, 즉 분산적이고 적극적

이며 창조적인 권력에 의해 몸은 더 이상 권력에 지배

받지 않고 양립하는 투쟁적인 몸이 되었다. 이러한 몸

은 스스로 주관성을 가지고서 권력을 행하거나 지휘하

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 긍정적인 대립과 저항의 힘을

가진다. 주체적이고 차별화된 몸으로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고 적극적이나 비판적 이지 않은 저항을 만드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가 지향해야할 과제이다.

Ⅲ. 전통애니메이션과 슈렉시리즈에
나타난 몸과 정치권력에 대한

실증연구

1. 애니메이션 패러디에 나타난 몸과 정치권력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패러디는 낯익고 친근한 원

텍스트를 풍자, 반어, 혼성모방9) 하여 자유롭게 비꼰

다. 원 텍스트의 근거를 인정하지만 그 의미를 완전

히 새롭게 해석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작함으로서 원

(元)텍스트보다 강력한 저항성과 공격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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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거리를 두게 하는 풍자10), 표면적으로는 칭찬

과 동의를 가장하지만 그 속에 비난과 부정의 뜻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반어(아이러니)11) 둘 이상의

텍스트를 대량 복제하거나 과감히 발췌, 혼합하는 혼

성모방12)은 익숙한 내용에 대하여 친근함과 주목성

을 가지는 동시에 웃음을 가져오는데 이러한 유희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기 보다는 긍정과 새로움에 더

욱 가깝다. 이러한 패러디는 전통을 무질서하게 만들

어버리고, 새롭게 변화시켜 흥분과 충격, 쾌(快)를

느끼도록 하는 포스트모던 상황을 연출한다.13)

이전 모더니즘 사회에는 ‘권력에의 의지’에 기초한

계급차별화를 추구14)했지만,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

와서는 개인의 쾌락과 취미에 집중한다.15) 푸코는

‘몸의 정치’란 몸에서 보이는 힘의 불균형을 타파하

고 지배와 억압 또는 투쟁과 복종의 관계가 아닌 모

두가 하나 되는 인간의 몸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하

였다. 애니메이션 패러디를 통해 나타난 몸과 정치권

력은 전통애니메이션에서 소외되었던 등장인물들을

주목한다. 그들은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해결해내고자 노력하며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한다.

이는 푸코가, 몸에서부터 근원하는 권력이 위계질서

와 시선을 통해 몸을 다시 제압하고 구속하여 소수

와 다수, 순종자와 반항자, 부자와 빈자, 건강한 사람

과 아픈 사람, 강자와 약자 같이 새로운 기준에 의해

분리된 이원적 메커니즘을 창출하게 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소외된 등장인물들은 주로 보호

받지 못한 약자, 악인이었지만 새로운 정치체계를 통

해 주인공으로 부상하며 자유와 해방을 추구한다. 패

러디를 통해, 새로운 몸의 정치를 통해, 이전 전통애

니메이션에서 나타났던 엄격하고 강제적인 권력과

저항은 오히려 서로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되었다.

2. 전통애니메이션과 슈렉시리즈에 나타난
몸과 정치권력

1) 몸

(1) 전통애니메이션

전통애니메이션에서의 주인공들은 백인에 8등신의

완벽한 비율의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자들이다. 슈렉

시리즈의 원작인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등장하는

공주와 왕자는 하얀 피부색과 금발 혹은 붉은 머리

색을 가지고 있으며 8등신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백

인이다. 공주와 왕자는 권력과 부에 지배를 받는 복

종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 가난하게 시작하더

라도 이후 부와 명예를 획득하고 나서는 육체적 노

동은 거의 하지 않고, 걸어서 이동하지 않으며 마차

나 말을 타고 다닌다. 공주는 주로 순종적인 여성의

전형으로서 복식은 분홍색(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

림 1>16)), 노란색(미녀와 야수, 백설 공주 <그림 2>17)),

하늘색 드레스(신데렐라)가 주를 이룬다. 왕자는 영

웅과 남성다움을 나타내기 위해 완벽한 몸이 드러나

는 셔츠와 바지, 망토를 입고 부츠를 신으며 칼을 찬

다. 이들은 처음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가난

했더라도 결말부분에는 돈과 명예를 모두 가지게 된

다. 반면, 전통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약자와 악당은

주로 비만이거나 기형적으로 마른 몸을 가지고 있으

며 대표적인 색채는 검은색, 회색, 남색 등의 명도가

낮고 채도가 높은 색이다. 신데렐라, 백설 공주에 등

장하는 마녀는 모두 검정색의 드레스를 착용한 여성

으로 변장 시에는 늙고 마른 노인으로 나타난다. 또

한 인어공주에 등장하는 문어 마녀 또한 검정과 짙

은 보라색의 몸을 가진 비만형이다. 검정색의 복식은

어둠, 밤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옛

날부터 허무, 절망, 질병, 죽음, 암흑, 밤, 저주, 불안,

공포, 음울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는 색채로 인

식18)되어 왔으며 전통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약자와

강자는 그러한 느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 슈렉시리즈

슈렉시리즈에서 아름다운 몸은 철저히 붕괴되었다.

슈렉시리즈의 남여 주인공, 슈렉과 피오나는 뚱뚱하

고, 4등신의 비율을 가진 녹색피부의 흉측한 괴물이

다. 슈렉 <그림 6>19)의 복식은 시종일관 낡은 셔츠에

가죽부츠 하나로 시리즈 안에서 통일된다. 슈렉은 성

의 외곽 지역 숲에서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는 자립

형 인물이다. 슈렉의 몸은 근육질로서 하얀 피부에

마른 몸을 가진 프린스 차밍의 몸과 대비된다. 슈렉

의 몸은 ‘괴물’의 일(오물목욕, 숲 파괴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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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자연스럽고 강인한 혁명적 몸이며 이러한

슈렉의 건강한 몸은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데 현대사회 보이는 몸의 선과 악을 생각토록 한다.

피오나 <그림 7>20)를 통해서는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와 역할에 변화를 주었다. 성형과 외모 중

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과 이를 바라보는

시선에 집중하고 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타났

던 아름다운 외형의 공주와 왕자 등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다. 영화에서 추구하는 몸은 단순히 건강한 몸

을 넘어서 자유를 가진 몸을 의미한다. 슈렉과 피오

나는 잠시 인간의 몸으로 변하지만 인위적인 외부의

힘에 의해 바뀐 비정상적인 몸에 대해 스스로를 지

적한다. 반드시 아름다운 몸이 행복만을 가져오지 않

음을 암시하며 뚱뚱하고 못생긴 괴물이었던 본연의

모습을 찬양한다.

슈렉시리즈에는 또한 전통애니메이션에서 등장했

던 착하고 순종적인 공주들의 성격을 뒤바꿔버렸다.

성질이 날카로워진 백설 공주, 어릴 적 일상이 남아

아직도 버릇처럼 남아 수시로 청소를 하는 신데렐라,

기면증 환자처럼 시도 때도 없이 잠이 드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인내심 없는 라푼젤 등은 폭력적인 데

다 괴팍하다. 반면 피오나는 비록 외모는 못생긴 괴

물이지만 다른 공주들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투쟁적

이며 자기주장이 강한 여성이다. 또한 슈렉시리즈 주

인공들의 색채는 전통애니메이션과 비교하였을 때

채도는 높아지고, 명도는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색채의 설정은 등장인물의 성격, 즉 외향적인

아름다운 몸과 부를 토대로 한 행복이 아닌, 부와 명

예(왕위자리)를 거부하고 오물 속에서 살아온 자신

의 모습을 항상 그리워하며 괴물임을 자랑스러워하

고 인정하는 주체적인 몸임을 나타낸다. 전통애니메

이션의 밝음과 어둠, 하얀색과 검정색의 대비는 슈렉

시리즈에서 사라졌다. 악인으로 나오는 금발의 요정

대모는 밝은 하늘색 드레스를 착용하고, 금발이지만

악한 성격을 감추는 방패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통애

니메이션에서 나타났던 백설 공주의 노란 드레스는

슈렉시리즈에서 짙은 빨간색과 보라색으로 변하였다.

피오나는 원작인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복식을 궁에

서 가끔 착용하지만 평소 복장은 짙은 초록색이고

포에버 편에서는 짙은 갈색상의에 갑옷을 입고 있다.

2) 정치권력

(1) 전통애니메이션

전통애니메이션에서 정치권력의 특징은 강압적이

고 부정적이며 강제적이고 억압적이다. 강자들은 힘

과 부, 명예로 약자를 다스리고, 저항은 허용치 않는

다. 전통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난 저항세력은 악당으로

표현되는데 이들은 절대 주인공보다 우위가 될 수

없으며 강제적으로 진압 당한다. ‘인어공주’의 우슬라

문어마녀<그림 5>21)와 ‘라이온킹(Lion King, 1994)’

의 스카 사자<그림 4>22)는 왕을 해하려 하는 폭력적

이고 부정적인 저항세력이나, 이들은 스토리 후반부

에 모두 왕의 힘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 ‘이집트왕

자’<그림 3>23)에서도 왕의 부당한 정치와 억압적인

권력이 약자를 괴롭히고 그들의 노동을 착취한다. 전

통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양분적

으로 대립하고 타협이 불가능한 일방적 관계일 뿐이

다. 1998년 개봉한 ‘벅스라이프(A Bug's Life, 1998)'

에서도 전통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정치권력을 살펴볼

수 있다. ‘벅스라이프’는 자신이 속한 세계, 공동체에

서 인정받지 못하던 주인공 플릭이 결국 공동체를

구하고 악을 처단하여 제도권의 인정을 받아 성장하

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같은 해 개봉

한 ‘개미(Antz, 1998)’는 일개미와 병정개미로 구성

된 개미사회를 배경으로 공동체의 내부의 부조리를

비난하고 혁명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이는 기존의 전

통 정치권력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전통애니메이션의 결말은 ‘happily ever after’영원

히 행복한 삶으로, 스토리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

록 폭력적인 내용을 거의 삽입하지 않거나 매우 적

게만 사용한다.24) 이는 사회적인 주제, 비관적이고

폭력적인 소재의 사용가능, 엽기적인 발상, 복잡한

스토리와 성인관객 확보 등이 목표인 슈렉시리즈와

차이를 보인다.

(2) 슈렉시리즈

슈렉시리즈는 전통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난 권력과

정치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렸다. 슈렉은 흉측한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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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정치권력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

-공동체의 권력에 지배받는 복종적

이고 순종적인 몸

-신분에 따라 차이가 남

-강압적, 부정적, 지배적, 강제적, 억압적 권력

-권력과 양분될 수 없는 저항

-피지배자, 지배자 간 양분적 대립

-중앙집권적, 계급간 발생하는 정치

전통

애니메

이션

-마름, 완벽(8등신)

-부, 명예 중요시

-주인공: 높은 명도, 낮은 채도

-왕위, 신분 중요

-악당, 약자를 향한 일방적, 억압적인 규율

-부정적, 비타협적 저항

<그림 1>

잠자는 숲속의

공주

- http://www.disn

eyclips.com

<그림 2>

백설공주

- http://www.disn

eyclips.com

<그림 3>

이집트왕자의 노예들

- http://themovieche

f.com

<그림 4>

라이온킹의 스카

- http://www.rankope

dia.com

<그림 5>

인어공주의 우술라

- http://www.disneycl

ips.com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권력과 양립하는 저항적이고 투쟁

적인 몸

-신분과 계급간 차이가 없음

-분산적, 적극적, 창조적 권력

-권력을 가능케하는 긍정적 저항

-피지배자, 지배자 간 이익을 위한 대립

-관계적, 상향지향적 정치

슈렉

시리즈

-못생김, 뚱뚱(4등신)

-부, 권위 구속받지 않음

-주인공: 낮은 명도, 높은 채도

-왕위, 신분 무의미

-여러 계층에 의해 창조된 규율

-혁명적 에너지 제공

-선동적, 협력적 저항

<그림 6>

슈렉

- http://www.rock

startemplate.com

<그림 7>

피오나

- http://www.en.

wikipedia.org

<그림 8>

개구리왕 헤롤드

- http://www.scenicreflections. c

om/

<그림 9>

피노키오, 차밍왕자, 몽고

- http://photobucket.com/

몸과

정치권력에

대한

패러디적

특성

-모방으로 인한 원작과의 대비로

재생산된 차별화된 몸

-원작에 대한 저항성과 공격성을 가지고 비판과 폭로를 유발하

게 하는 힘

-원작을 그대로 모방하기보다는 새롭게 창조하여 생산하는 권력

<표 1> 전통애니메이션과 슈렉시리즈에 나타난 몸의 정치권력에 대한 패러디적 특성비교

의 녹색 괴물로 친구도 없이 살아가는 주변인이고

아웃사이더 이었지만 그는 포용적인 리더로서 악당

과 약자에게도 자유를 허락하고 권력에 대한 규율을

새롭게 창조한다. 슈렉시리즈는 이전 전통애니메이션

에서 나타났던 권력의 성격, 국가의 강압적 장치로

인한 힘,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구속과 정반대이다.

슈렉은 예전 동화에서 등장했던 캐릭터들의 약점을

장점화 하고 각 계층들의 주체성을 인정한다. 또한

리더지만 빈틈이 있는 슈렉을 동키와 고양이, 피노키

오, 진저맨과 몽고를 포함하여 외면 받은 동화 속 주

인공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한다. 슈렉은 디즈

니 악당들에게도 ‘외면과 무시’가 아닌 ‘자유와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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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세우며 진정한 해피엔딩을 만들어가자고 한다.

슈렉에 의해 재현된 정치와 권력은 소수계층까지 아

우르는 포용성을 보여주고 억압적 규제가 아닌, 다양

성을 인정하는 능동적인 힘이다.

또한 슈렉시리즈는 다양한 인종, 성적 소수자들의

세계를 인정하게 하였고 이는 부정적이 아닌 창조적

이고 적극적인 저항적 힘이라는 사실을 관객에게 깨

우쳐 준다. 먼저 슈렉시리즈에는 다양한 인종이 등장

한다. 주인공, 슈렉과 피오나는 백인, 동키는 흑인,

장화신은 고양이는 라틴계이다. 진저맨은 1편에서 유

태인의 인종적 특징을 지닌 파콰드 영주에게 고문을

당하는 아시아계 비극적 캐릭터로 표현된다. 성적 소

수자들의 예로는, 피노키오, 프린스 차밍<그림 9>25),

헤롤드왕<그림 8>26) 등이 있다. 피노키오는 2편에서

여자팬티를 입은 복장도착자로 암시되고 동료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동성애자이지만 이후 슈렉을 구출하

기도 하는 모습으로 능력을 인정받는다. 매트로 섹슈

얼의 상징으로 차밍은 왕위욕심과 허영뿐인 악당이

었으나 이후 슈렉에 의해 착한 본성을 되찾는다. 슈

렉시리즈에 등장하는 헤롤드왕은 이전 전통애니메이

션의 힘과 부, 명예를 거머쥔 영웅이 아니며 그 또한

나약한 동성애자 개구리로 설정되어있다.

슈렉시리즈에서 주인공들은 적극적이며 생산적인

힘을 발휘한다. 이는 슈렉과 함께 등장하는 디즈니

동화 속 주인공들의 새롭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

기와 디즈니의 동화 속에서 외면된 악당들에게도 자

유를 부여하고 혁명적 에너지 제공하는 슈렉의 모습

에서 발견할 수 있다.

슈렉시리즈에서는 혁명적 힘을 가지고 사회에 이

익이 되는 저항이 등장한다. 선동적이지만 강압적이

지 않은 슈렉과 슈렉의 지지자들, 즉 공주와 결혼했

지만 부와 명예를 거부하는 슈렉과 함께 하는 동키

와 고양이, 피노키오와 진저맨 등의 왕위자리를 넘보

는 요정대모와 프린스 차밍의 권력에 저항하는 모습

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저항은 기존 권력 체계에

비판과 공격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만 유머로서

승화시키는 은유적 특성을 가진다.

<표 1>은 전통애니메이션과 슈렉시리즈에 나타난

몸의 정치권력에 대한 패러디적 특성비교를 정리한

것이다.

Ⅵ. 요약 및 결론
애니메이션이란 장르는 다양한 연령의 대중들에게

현 사회가 당면한 문화적 이데올로기에 대해 쉽고

유희적으로 접근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

진 대중문화 양상이다. 슈렉시리즈는 이를 이용하여

전통애니메이션에 나타난 권력과 정치, 몸의 개념을

뒤엎었다. 슈렉시리즈는 성문제에서부터 인종문제까

지 다양한 타자를 선정하여 관객들에게 자유주의라

는 공동의 주제를 제시했고, 특히 푸코가 말한 사회

적인 몸의 개념을 재현하여 현대사회 진정한 몸의

개념과 권력과 정치에 대한 주제를 관객에게 전달하

였다.

슈렉시리즈는 전통 동화의 패러다임을 처절하게

깨버린 포스트 모더니즘적 애니메이션이다. 슈렉시리

즈의 표현양식은 고전적인 디즈니적 방식으로부터

탈피하고 작품 내에 여러 상징과 은유, 과장, 왜곡

등의 자유로운 패러디를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

디는 사회가 가진 모순과 비리를 직 간접적으로 드

러내면서 메시지 전달을 위한 중요한 전달방법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애니메이

션의 패러디에 나타난 몸의 정치는 기존의 것에 대

한 창조적 모방의 형태였으며, 고정관념을 넘어선,

능동적이고 해방된 몸의 정치이다. 슈렉시리즈는 푸

코가 말한 사회적인 몸의 개념을 재현하였고 현대사

회 진정한 몸의 개념과 권력과 정치에 대한 주제를

포함시켜 관객에게 디즈니적 몸에 관한 형식을 타파

했다. 슈렉에 나타난 패러디는 단순한 비판적 성향이

아닌 긍정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나타나며 임의적이

고 유희적인 표현으로 대중에게 사회전반과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다.

본 연구자는 슈렉에 나타난 패러디에 대해 포스트

모더니즘적 성향임을 밝히고 그에 나타난 몸의 정치

를 푸코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푸코는 포스트모

더니즘 이전시대 개인의 몸은 강압적 권력에 의존했

고, 국가나 강자에게 감시당하고 장악 당했지만 포스

트모더니즘 이후시대에는 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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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권력은 약자에게서 나올 수 있으며 비판적이

아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것으로 변하

였고, 몸은 더 이상 권력에 지배받지 않는 주관적이

고 투쟁적이며 차별받는 몸이 되었다.

슈렉시리즈에 나타난 패러디는 몸과 정치권력의

고정관념을 전복시켰으며, 유희를 통하여 단순한 비

판이 아닌 긍정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교훈을 대중들

에게 선사하였다. 슈렉시리즈를 통해서 몸은 억압되

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게

하였고 못생기고 뚱뚱한 주인공의 몸에 대해 창조성

과 긍정성, 주체성을 투사하였다. 그들의 몸이 행하

는 정치권력은 저항성과 공격성을 가지고 비판과 폭

로를 유발하게 하는 힘을 가지며 새롭게 창조된 미

래지향적 성격을 지닌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다양화

되는 현대사회에서 패러디적 수행은 즐거운 유희이

며 유동적인 몸을 탄생시키기 위한 필수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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