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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은 디즈니의 완벽한 부활을 선포한 작품이다. 이러한 성공은 

인상적인 주제가와 캐릭터의 힘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미래를 구축하는 강한 여성상을 구축하며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이끌어낸 중

심캐릭터, 그 중에서도 엘사의 인기는 개봉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이처럼 서

사장르에서 캐릭터의 완성도는 작품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캐릭터라이징의 주요 구성요소 중, 성격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생각과 행동

의 방향을 결정하는 두려움과 욕망의 정신역동에 주목했다. 두려움은 실제의 위협이 아

니라 미래에 대한 불길한 가정에서 발생한 정서이다. 결핍이나 억압에 대한 기억에서 비

롯된 두려움은 건강한 욕망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현실을 직

시하는 것과 같다. 

캐릭터 고유의 정신역동 검증을 위해 ‘MBTI 성격유형론’을 활용하여 태도, 심리경향

성, 정신기능 위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① 엘사와 안나는 정신기능면에서 대척적 관계

이다. 이는 갈등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합이나, 두 자매는 기본적인 유대감과 가

족애를 바탕으로 이를 극복한다. ② 한스와 크리스토프 역시 정신기능면에서 대척관계지

만, 두 남성 캐릭터는 작품에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③ 한스는 가장 효과적으로 엘사

와 안나를 보완할 수 있는 정신기능의 소유자이지만, 그것을 악용함으로써 가장 치명적

인 대립자가 된다. ④ 올라프는 안나의 태도와 엘사의 심리경향성을 조합한 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려움과 욕망의 표출 빈도 분석에 의하면, ① 엘사는 압도적으로 두려

움을, 안나 및 다른 캐릭터들은 욕망을 행위의 주요 동력으로 한다. ② 두려움은 모든 캐

릭터에 내재된 근원적 결여로서 ‘가족애의 결핍’이 원인이 되었으며, 그 결과 ‘외로움과 

고립’이라는 고통을 공유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정신역동에 대한 분석은 캐릭터 성장담의 이해 즉, 두려움을 피하려는 동기에 의해 

욕망이 왜곡되고,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욕망의 

근원적 이유를 깨닫고 자기치유에 이르는 서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

다. 끝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라이징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방향과 분석결과가 캐릭터 

성격화와 관계성 설정 시 데이터베이스로 참고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캐릭터, 성격구조, 두려움, 욕망, MB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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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겨울왕국(Frozen)>은 디즈니의 53번째 장편 애니메이션1)으로 

전 세계에서 1조 3000억 원 이상이라는 애니메이션 사상 최고의 

흥행수익2)과 아카데미 주제가상과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3)하

며 디즈니의 완벽한 부활을 선포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디

즈니의 CCO 존 라세터(John Lasseter)가 "미래를 스스로 구축하

는 강인한 여성 캐릭터의 호소력"4)이라고 밝힌 것처럼, 왕자로부

터 구원받는 여성의 해묵은 이야기에서 비로소 벗어나, 삶의 주

체로서 운명을 리드하는 두 자매의 가족애를 다루고 있다. 특히, 

엘사(Elsa)가 오랜 억압에서 벗어나며 'Let it go'를 부르는 장

면은 많은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했다고 여겨진다. 

<겨울왕국>에서 본격적인 모험의 서사가 시작되는 핵심사건은 

두 자매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자신으

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억압하고 

고립된 언니 엘사(Elsa)와, 밝지만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충동적 

미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동생 안나(Anna)의 상반된 성격구조5)

를 갈등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신역동의 관점에서 보면, 캐

릭터는 대부분 ‘결여’에서 비롯된 내적 불안정 즉,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특정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다룬 픽

* 이 논문은 2014년도 상반기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1)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Frozen_(2013_film), 검색어: 

Frozen, 2014.10.15.

2) Box Office, http://www.boxofficemojo.com/alltime/world/, 검색어: Frozen, 

2014.10.15.

3) Box Office, 

http://www.boxofficemojo.com/oscar/chart/?view=allcategories&yr=2013&p=.htm

, 검색어: Frozen, 2014.10.15.

4) News Chosun,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22/2014102200244.html, 검

색어: 겨울왕국, 2014.10.22.

5) 양세혁ㆍ김일태,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히로인의 성격구

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8호 (2008.8), pp.90-102. (성격

유형ㆍ관계성ㆍ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성격구조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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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Finding Nemo)>와 <메리다와 마

법의 숲(Brave)>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찾을 수 있다. 갈등의 발

생은 캐릭터들의 고유한 정신역동이 상호 충돌한 결과이며, 상처

가 치유되는 과정은 내재된 두려움을 해소하고 사랑을 회복함으

로써 이루어진다.6) 이처럼 정신역동 관점의 분석은 캐릭터의 

‘다성성(the polyphonic)’과 상호작용적인 ‘과정으로서의 캐

릭터’7) 개념의 이해를 통해 캐릭터라이징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겨울왕국>의 캐릭터에 내재된 고유의 두려

움과 왜곡된 욕망의 정신역동을 분석하고자 시작되었다. ① 먼

저, 두려움과 왜곡된 욕망에 대한 관계와 정의를 살펴보고, ② 

두 번째, 성격유형의 추론8)을 위하여, MBTI의 분류지표 중 외부

로 드러나는‘태도’ 지표와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는‘심리경향

성’ 지표 분석, 그리고 캐릭터의 성격유형별 정신기능의 위계 

분석을 기준으로 캐릭터의 생각과 행동을 검증했다. ③ 마지막으

로, 캐릭터의 두려움과 왜곡된 욕망의 작용을 분석했다. 분석 대

상은 중심캐릭터 엘사(Elsa)와 안나(Anna), 핵심적 적대캐릭터 

한스(Hans)와 조력캐릭터 크리스토프(Kristoff)와 올라프(Olaf)

로 한정했다.

Ⅱ. 두려움과 왜곡된 욕망

1. 두려움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에 따르면, 두려움이란 대상이 없

는 불안과 달리 대상이 있으며, 두려움의 원인은 스스로 두려워

하는 현존재 자신이다.9) 스벤젠(Lars Fr. H. Svendsen)은, 두려

6) 양세혁, 「<Brave>와 <Finding Nemo>에 나타난 부모와 자녀 캐릭터 사이의 갈

등구조 분석:MBTI 유형역동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2013.7), pp.24-37.

7) 앤드루 호튼, 주영상 역, 『캐릭터 중심의 시나리오 쓰기』, 한나래, 2003, 

pp.55-58. 

8) 양세혁, “앞의 논문", p.25. (성격유형 분석도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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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란 실제적인 위험이 아니라 결핍과 억압의 기억이 미래에 투

사되어 나타나는 정서적 심리현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세계

적으로 대공황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에‘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

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라고 말한 루즈벨트

(Franklin Delano Roosevelt)의 연설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때문

에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허상에서 벗어나 참된 현실을 직

시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의 전형적인 행

동 양식은 대부분 자신의 삶에 대한 가정적(假定的) 위협으로부

터 도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은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한 정서가 두려움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인간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근원적 본성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10) 

프로이트(Sigmund Freud) 역시,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때 현실

을 직시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현실을 왜곡함으로써 회피하거

나 적응하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자기기만적 대처로서 부

정적 감정을 경감시켜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심리적 경향을 보

인다고 한다.11) 이러한 관점은, 두려움의 원인을 근원적인 결여

로 보는 에니어그램(Enneagram) 성격유형론에서도 언급하고 있

다. 즉, 두려움이란 원초적인 결핍에 의해 형성된 강한 무의식적

인 불안감이며 모든 인간은 각 유형에게 내재된 기본적인 두려움

에 의해 움직인다고 설명한다.12) 하지만 스벤젠은, 두려움이란 

인간이 두려움에게 어떤 역할을 허용하는가에 좌우되기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강요하는 틀에 대응할 수 있고, 두려움을 희망

으로 대체하려는 노력도 가능하다고 역설한다.13) 

9) Naver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93116&cid=41908&categoryId=41967, 

검색어: 하이데거ㆍ두려움, 2014.09.01. 

10) 이예미, “두려움의 철학, 라르스 스벤젠 저”, 성균관대학교 번역・TESOL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6, p.24, p.28, p.113.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 

교수 라르스 스벤젠(Lars Fr. H. Svendsen)의 저서를 번역한 논문을 요약 인

용)

11) 이민규, 『현대생활의 적응과 정신건강』, 교육과학사 , 2004, p.75.(재인

용)

12) 돈 리처드 리소ㆍ러스 허드슨, 주혜명 역, 『에니어그램의 지혜』, 한문화, 

2010,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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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곡된 욕망

라캉(Jacques Marie Emile Lacan)에 의하면, 욕망이란 생물학

적 필요인 욕구를 넘어서는 상징적, 심리적 차원으로 확장된 개

념으로서, 욕구는 현실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동인

인 무제한적 특성을 가진 요구는 결코 충족될 수 없다. 즉 요구

에 대한 욕구의 충족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잔여(결핍)가 욕망이

다.14) 때문에 욕망은 두 가지 왜곡된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negativity) 측면이다. 즉, 적극적인 추구 대신 

소외당하지 않으려는 소극성과, 두 번째는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착각하여 수용하는 현상으로,15) 라캉이 억압적 타자의 

욕망이 임상적으로 히스테리의 욕망을 통해 발견된다고 밝힌 사

실이다. 욕망의 타자성은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자존감의 상

실과 총체적 좌절로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주체

는 그 욕망의 타자성을 깨닫게 되고 이 과정에서 타자의 욕망은 

‘요구’로 변질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경증 환자는 성인이 

된 후에도 주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타자의 욕망에 집착하게 된

다.16) 이렇게 인간을 소외시키는 타자의 요구로부터 벗어나 자신

의 고유한 욕망을 발견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인간적 주체로 거

듭날 수 있다고 라캉은 밝히고 있다.17) 

에니어그램은 욕망의 개념에 대해 정신분석 이론과는 구별되는 

견해를 보인다. 즉, 원초적 결핍에 의해 생성된 강한 불안감의 

정서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삶을 영위해나가기 위한 대항의 

성격으로 욕망이 왜곡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왜곡된 욕망은 

특정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하며, 인간의 생각과 행

13) 이예미, “앞의 논문”, p.116.

14) 양세혁, 「<Up>의 캐릭터에 내재된 두려움과 욕망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3.5), p.61. (자크 라캉, 권태영 외 역, 『욕망

이론』, 문예출판사, 1994. 재인용)

15) 이진남, 「왜곡된 욕망과 정신건강 : 치료제로서의 심리상담과 철학상담」, 

『철학연구』, 제44집 (2011), pp.207-209.

16) 이진남, “앞의 논문”, pp.213-214. (부루스 핑크, 맹정현 역, 『라캉의 정

신의학: 라캉 이론과 임상 분석』, 민음사, 2002, pp.94-130.에서 재인용)  

17) 신철하, 「서사적 욕망과 형식: <마더>와 정신분석」, 『어문논집』, 제63권 

(2011), p.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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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18) 

3. 정신역동

정신역동(Psychodynamics)이란, 정신분석 이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사고나 느낌, 행동 등의 정신현상을 한 개인의 정신 안

에서 발생하는 목표 지향적 세력과 동기적 세력 간의 상호작용이

나 충돌의 결과이며, 이렇게 유발된 내적 갈등은 정신의 발달, 

진보, 퇴행, 고착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간주한다.19) 

따라서 캐릭터의 생각과 행동은 두려운 것을 회피하려는 방향

과 욕망을 추구하려는 방향의 상호작용 결과로 결정되며,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차원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정신이 

진보하거나 반대로 퇴행에 이르는 다차원성

(multidimensionality)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Ⅲ. 태도와 심리경향성

1. MBTI의 선호경향과 지표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인간행동의 다양성이 

매우 질서정연하고 일관된 경향이 있으며 그 다양성은 개인이 인

식하고 판단하는 정신기능과 그것을 사용할 때 취하는 태도가 다

르기 때문이라는 융(Carl Gustav Jung) 이론의 기반에, 생활양식

의 태도라는 선호경향을 추가하여 4쌍의 선호경향으로 구성한 성

격유형론이다. 선호경향은 이분법적 구성에 의해 서로 영향을 미

치지 않으며, 개인은 기질과 선호에 따라 한쪽 성향을 띄게 된

다.20)

MBTI는 4쌍의 선호경향의 조합에 의해 <그림 1>과 같이 총 16

18) 돈 리처드 리소ㆍ러스 허드슨, 주혜명 역, “앞의 책”, p.67.

19) Naver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55987&cid=48639&categoryId=48639, 

검색어: 정신역동, 2014.09.16. 

20)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메리 H 맥콜리, 김정택 외 역, 『MBTI 개발과 활

용』, 어세스타, 2007, 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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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성격유형으로 구분된다. 개인은 고유한 성격유형에 따라 일

관된 내재적 패턴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통해 

지표를 발견할 수 있다. ① 태도 지표는 융(Jung)의 이론에 'J

(판단)'와 'P(인식)' 항목을 더해서 만들어진 지표로서, <그림 2>

와 같이 MBTI 도표의 횡렬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이 지표는 개인

의 삶에서 외부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에너지의 방향과 생활양식

을 묶었기 때문에 특징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다.21) ② 심리경향

성 지표는 인식과 판단기능의 조합으로서 MBTI 도표의 종렬<그림 

3>을 기준으로 분류한다.22)

ISTJ ISFJ INFJ INTJ

ISTP ISFP INFP INTP

ESTP ESFP ENFP ENTP

ESTJ ESFJ ENFJ ENTJ

IJ

IP

EP

EJ

그림 1. MBTI 성격유형 도표23)   그림 2. 태도 지표의 분류24)

ST SF NF NT

그림 3. 심리경향성 지표의 분류25)  

21)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메리 H 맥콜리, 김정택 외 역, “앞의 책”, p.21.

22) 김정택, 심혜숙, 『MBTI 전문자격교육 초급과정 자료집』, (주)한국MBTI연구

소, 1991. p.13.

23)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메리 H 맥콜리, 김정택 외 역, “앞의 책”, p.49.

24)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메리 H 맥콜리, 김정택 외 역,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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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키워

드
유형 특성

IJ 진지
결정지향적 

내향형

내관(內觀)적이며 쉽게 믿거나 

변화하려 하지 않음 

지켜야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함

IP 관조
적응력 있는 

내향형 

내관(內觀)적이며 느긋함

신념을 위협받으면 단호해지고 

물러나지 않음

EP 활동
적응력 있는 

외향형

활동적이고 원기 왕성함 

속박을 싫어하고 항상 새로운 경험을 

찾으려 함

EJ 추진
결정지향적 

외향형

민첩하고 확고부동함

일처리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입장을 

취함

표 1. 태도 지표의 유형별 특성26)

구분 ST SF NF NT

키워드 생산성 인간성 진실 진리

욕구 소속감 충동 자아실현 성취

기능 객관적 분석
인간적 

따뜻함

인간적 

따뜻함
객관적 분석

경향
실질적, 

사실중심적

동정적, 

우호적

열정적, 

통찰적

논리적, 

창의적

표 2. 심리경향성 지표의 유형별 특성27)

pp.53-54.

25) 김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메리 H 맥콜리, 김정택 외 역, “앞의 책”, 

pp.55-56.

26) 양세혁, 「<Brave>와 <Finding Nemo>에 나타난 부모와 자녀 캐릭터 사이의 갈등

구조 분석: MBTI 유형역동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

권 제7호 (2013.7), p.28.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앞의 책”, pp.53-54, 재

인용)

27)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메리 H 맥콜리, 김정택 외 역, “앞의 책”,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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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기능의 위계

MBTI의 인식기능인 'S(감각)'와 'N(직관)',  판단기능인 'T(사

고)'와 'F(감정)'는 개인의 고유한 반응양식을 이끌어내는 심리

경향성이다. 이 기능은 서로 반대 극점으로 이끄는 성질 때문에, 

개인은 일관된 정신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능 중 하나를 

주기능으로 사용한다.28) 각 성격유형별 정신기능의 위계는 다음

과 같은 간단한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① 유형의 중간 두 글자는 선호되는 정신적 도구들로, 주기능 또는 

부기능을 의미한다. 

② 유형의 마지막 글자가 J인 경우 세 번째 글자(판단기능)인 T 또

는 F에 작용하며, P인 경우 두 번째 글자(인식기능)인 S 또는 N에 

작용한다. 

③ 외향형에게, 외부로 드러나는 기능인 J나 P는 주기능을 직접 지

칭하는 것이다. 

④ 내향형에게, 외부로 드러나는 J나 P는 부기능에 해당하며, 중간

의 두 글자 중 부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가 내향화되어 있는 주

기능이 된다.29)

 

외향적 직관       주기능      내향적 감각

내향적 감정       부기능      외향적 사고

사고      3차 기능     감정

내향적 감각      열등기능     외향적 직관

그림 4. 유형위계의 결정 예30)

28) 캐서린 마이어스ㆍ린다 커비, 김정택 외 역, 『심리유형의 역동과 발달』,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9, pp.4-7.

29) 양세혁, “앞의 논문”, p.27. (캐서린 마이어스ㆍ린다 커비, 김정택 외 역, 

“앞의 책”, p.5. 재인용)

30) 양세혁, “앞의 논문”, p.27.



168

주기능 표기 성격유형 특성

외향적 

감각
Se ESTP, ESFP

다양한 외부세계에 대한 경험을 

즐겁게 받아들임

내향적 

감각
Si ISTJ, ISFJ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주의 깊은 기억

외향적 

직관
Ne ENTP, ENFP

가능성과 선택적 조건에 대한 

열정적인 통찰력

내향적 

직관
Ni INTJ, INFJ 명확하고 복합적인 통찰력

외향적 

사고
Te ESTJ, ENTJ

외부 세계에 대한 결단력 있고 

논리적인 조직화

내향적 

사고
Ti ISTP, INTP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내적으로 

논리적인 조직화

외향적 

감정
Fe ESFJ, ENFJ

타인을 인정하고 지지하여 세계 속의 

조화 창조

내향적 

감정
Fi ISFP, INFP

명확한 내적 가치와 인간에 대한 

예민한 평가

위계 특성

주기능

가장 지배적이며 의식적이고 잘 발달된 기능이다

외향형은 외부세계에 대처하는 데 주기능을 사용한다.

내향형은 내면의 관념을 처리하는 데 주기능을 사용한다.

부기능

두 번째 정신기능으로서 주기능에서 결여된 인식 또는 

판단, 외향성 또는 내향성간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외향형의 부기능은 내부 세계에 사용되며, 내향형은 외부 

세계에 사용된다.

3차기능

주기능과 부기능에 비해 훨씬 덜 발달되어 있으며 

덜 의식적이다.

일반적으로 인격적 균형은 3차기능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열등기능
주기능의 반대 지표이며, 정신활동의 에너지가 가장 적게 

가기 때문에, 가장 무의식적이며 사용하기 어렵다

표 3. 정신기능의 특성31)

표 4. 주기능의 특성32)

31) 캐서린 마이어스, 린다 커비, 김정택 외 역, “앞의 책”, p.4. (요약하여 

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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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겨울왕국> 캐릭터 분석

1. 분석 대상

<겨울왕국>의 캐릭터 분석을 위해서 ① 캐릭터에 내재된 두려

움과 왜곡된 욕망의 작용을 파악하고자 했다. 작품에 드러난 사

건을 중심으로, 원인이 된 캐릭터의 정서를 분류하고 그 결과로

서 드러난 행동을 기록했다. ② MBTI 성격유형론에 의한 분석을 

시도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MBTI 지표로 상담ㆍ검사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캐릭터의 성격유형을 

결정하기 위해서, 작품에 드러난 사건을 중심으로, 캐릭터 내면

의 심리적 방향성과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행위의 방향성을 출현 

빈도로 분석하여 추론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즉, 외부로 뚜렷하

게 드러나는 '태도' 지표와, 생각의 방향을 암시하는 '심리경향

성' 지표를 기준으로 캐릭터 성격유형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결정

하고자 했다. 

<겨울왕국>에서는 엘사와 안나의 부모를 포함하여 왕궁의 가신

들과 마을사람들, 트롤들, 대관식에 초대된 영주들의 일행 등 수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지만, 서사의 핵심인 주동 캐릭터 엘사와 

안나, 핵심적 반동 캐릭터 한스, 조력 캐릭터 크리스토프와 올라

프로 한정했다. 작품의 시간표기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

작사 로고, 타이틀, 엔딩 크레딧을 제외한, 서사의 실제 진행시

간인 내용시간33)을 기준으로 했다.

2. 두려움과 왜곡된 욕망의 작용

1) 엘사(Elsa)

엘사는 두려움 중심의 캐릭터이다.34) 자신 때문에 안나가 크게 

32)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메리 H 맥콜리, 김정택 외 역, “앞의 책”, 

pp.32-52.의 내용을 표로 요약하여 정리

33) 황정수, “2006년 이후 픽사 애니메이션의 서사 특성과 전략 연구”, 건국대

학교 언론학 석사학위논문(2010.8), p.46.

34) 엘사와 안나의 뮤지컬 중, 엘사가 자기 내면의 두려움을 고백하는 장면이 핵

심, ("No escape from the storm inside of me. I can't control the c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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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외적요인 생각의 방향 행동의 방향

두려움:

자신의 

정체성

사고로 안나의 

머리를 다치게함 

(00:03:42)

자신의 정체성인 

마법능력을 

저주(결함)로 인식함

자신의 본성을 

억압하고, 

사람들로부터 숨음

부모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 

의지할 존재가 

사라짐(본질은 억압) 

장갑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대물애착

다친 사건 이후, 점차 강해지는 마법의 능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타인을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이는 자신의 정체

성 자체를 저주(결함)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데, 문제는 그 사

건에 대처한 부모의 태도35)와 비극적 사고로 그들이 갑작스럽게 

퇴장한데서 비롯된다. 엘사는 어린 시절에 가해진 억압적 조치로

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부모의 욕망이 

투영된 왜곡된 욕망을 형성한다.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착한아

이 콤플렉스36)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비운의 캐릭터이다. 

<표 5>의 분석에 따르면, 그녀는 두려움에 직면할 때 ‘도망’

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더 깊이 고립되는 경향을 보인다. 엘사

가 자신의 정체성을 억압하지 않고 진정한 욕망을 표출하는 장면

은, 어린시절 마법으로 안나와 장난치는 부분과 마지막의 행복한 

결말 밖에 없다. 설산에서 얼음궁전을 지으며 자유를 자각한 사

건은 불완전한 조건37)에 의해 왜곡되었기에, 전체 내용 중 거의 

대부분을 두려움에게 지배당하고 감금된 비극적 캐릭터이다.

There so much fear", 00:55:30), 두려움 때문에 어린 엘사가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을 암시한 트롤 할배의 대사 (“Fear will be your enemy”, 00:06:00) 

35)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그녀의 정체성을 결함으로 인식하고 

억압ㆍ감금한 것과 같다 (“Until then, We'll lock the gates. We'll reduce 

the staff. We will limit her contact with people and keep her powers 

hidden from everyone... including Anna.", 00:06:04), ("Conceal it. Don't 

feel it. Don't let it show", 00:07:19)

36) 조안 루빈-뒤취, 김선아 역, 『착한아이 콤플렉스』, 샨티, 2005. (어린 시

절에 부모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아이'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억

압하는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내면의 상처 때문에 고통 

받는 현상을 언급하고 있다) 

37) 이혜원ㆍ김민정, 「<겨울왕국>을 통해 본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환상성」, 

『만화애니메이션연구』, 제35호 (2014), pp.116-117. (엘사가 설산에서 만든 

얼음궁전의 공간은 현실과 괴리된 탈현실이라는 견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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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9:40)

대관식 후, 

마법능력을 들킴 

(00:26:10)

폭주하는 마법을 

통제할 수 없음, 

타인을 해칠 것을 걱정

자신의 왕국인 

아렌델을 떠나 깊은 

산으로 도망침

안나로부터 아렌델 

전체가 얼어붙고 

있다는 소식을 

들음 (00:55:10)

자기 내면의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음, 마법을 

통제할 방법을 알지 

못함

극도의 두려움이 

발산되며, 자신도 

모르게 안나의 

심장에 치명상을 

입힘

안나의 심장에 

치명상을 입힘 

(00:55:57)

안나를 해치지 

않으려면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함

마시멜로를 

만들어서 쫓아냄

얼음궁전에 

두려움이 반영되어 

변함 (01:00:54)

지난날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억압하려는 

퇴행을 보임

엘사의 두려움이 더 

증폭되어 나타남

한스에게 잡혀 

감금당함 

(01:10:45)

자신 때문에 왕국이 더 

위험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낌 

수갑과 감옥이 

얼어붙자 깨서 

부수고 도망침

안나가 죽었다는 

한스의 거짓말 

(01:23:53)

안나를 죽였다는 

죄책감,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

모든 것을 

놓아버림(눈보라가 

공중에서 정지됨)

욕망:

자아

실현

어린시절 안나가 

마법으로 놀기를 

제안 (00:02:41) 

자신의 능력을 

재미있는 놀이감으로 

여김

마법은 재미있고 

아름답게 표현되며 

통제할 수 있음

설산으로 도망친 

후 얼음궁전을 

지음 (00:29:30)

자신을 두려워할 

필요도 억압할 필요도 

없다고 자각함

열정적, 창조적 

아름다움의 극치, 

마법 통제 불완전38)

안나가 다시 

살아남

(01:26:11)

진정한 사랑이란 

스스로에 대한 사랑도 

포함됨을 깨달음

마법은 재미있고 

아름답게 표현되며 

통제할 수 있음

표 5. 엘사(Elasa)의 정신역동

38) 얼음궁전에서는 두려움 자체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도망침으로써 타

인을 해칠 염려가 없다는 안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안나로부터 모든 곳

이 얼어붙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 다시 두려움이 엄습하며, 얼음궁전에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되어 날카롭게 변한다. 즉, 마법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 

(00:55:10-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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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외로움

부모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 

(00:09:40)

자신에게는 엘사만이 

있지만, 엘사의 마음을 

알 수 없음39)

성인이 된 후에는, 

엘사에게 

노크하기를 주저함

엘사로부터 심장에 

치명상을 입음 

(00:55:57)

엘사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확인하지만, 그녀가 

위험하지 않다는 

성급한 믿음이 깨짐

마시멜로에 쫓겨서 

도망치고 엘사와 

함께 돌아가기를 

포기함

한스의 배신과 

계략을 알게됨 

(01:15:09)

자신의 충동적 

미숙함을 깨달음, 

절정의 고독과 외로움

모든 것을 놓아버림

욕망:

진정한 

사랑

어린시절에는 

엘사의 마법능력을 

알았음 (00:02:25)

엘사의 마법은 정말 

환상적이고 재미있는 

것으로 여김40)

항상 엘사와 함께 

장난치고 놀려고 함

대관식 때 성문과 

왕궁을 개방 

(00:10:01)

오랜 고립으로부터의 

해방, 운명적 사랑에 

대한 기대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려함

한스가 데이트 

첫날에 청혼함 

(00:23:43)

자신에게 완벽히 

공감하는 쏘울메이트를 

만났다고 여김

청혼을 수락하고 

여왕 엘사에게 

승인을 요청함

엘사가 마법능력을 

들키고 도망치자, 

온 왕국이 

얼어붙음 

(00:27:45)

엘사의 비밀과 그 동안 

자신을 피했던 이유를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려함

엘사를 찾아서 

떠나며, 왕국을 

한스에게 부탁함

크리스토프를 

고용함

올라프를 만남 

(00:44:48)

엘사의 추억과 사랑을 

확인, 엘사가 위험하지 

않다고 확신

얼음궁전에서 

엘사를 단독으로 

만나려함

얼음궁전 

(00:52:08)

엘사 마법의 

아름다움에 감탄, 

엘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짐

함께 돌아가기를 

성급히 강요하고 

압박함

트롤 할배에게 

저주를 풀 

방법41)을 들음 

(01:07:19)

진정한 사랑의 행동을 

한스의 키스라고 

인지함

한스를 만나러 

아렌델로 돌아감

크리스토프의 크리스토프의 사랑을 아렌델로 달려오는 

2)  안나(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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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올라프가 

알려줌 (01:19:27)
깨달음

크리스토프를 

발견하고 만나러감

한스가 엘사를 

죽이려함

(01:24:24)

자신의 생명보다 

엘사에 대한 사랑이 더 

절실함

엘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

얼어붙은 심장이 

녹으며 다시 

살아남 (01:25:28)

진정한 사랑의 행동이 

스스로를 구원했음을 

깨달음

희생이라기보다는 

사랑이라고 말함42)

표 6. 안나(Anna)의 정신역동

안나는 <겨울왕국>의 서사를 주도하는 핵심 캐릭터이다. 차분

하고 모범적인 엘사와는 반대로 자유분방하고 매우 활동적인 천

성을 지녔으나, 부왕의 조치43)에 의해 외부와 단절된 체 혼자 청

소년기를 보낸다. 게다가 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 이후 

극심한 외로움에 고통 받지만, 억압받고 있는 엘사는 안나를 따

뜻하게 보듬어주지 못한다. 이는 안나가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충

동적 미숙함으로 사랑에 목매는44)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래서 아

이러니하게도 운명적 사랑을 꿈꾸지만 사랑에 대해 전혀 모른

다.45)

39) 한스에게 자매의 갈등을 고백 ("Elsa and I were really close when we were 

little. But then, one day she just shut me out, and I never knew why", 

00:21:44)

40) 안나는 사고 후에도 오랫동안 엘사의 방문을 노크하며 그녀와 함께 하기를 

기다린다. 이는 트롤 할배가 엘사의 마법에 대한 기억을 일상적인 즐거운 기

억으로 대체함으로써, 엘사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

다.(00:05:23~) 

41) 진정한 사랑(의 행동) (“only an act of true love can thaw a frozen 

heart")

42) 엘사의 질문에 대한 안나의 대답 (“You sacrificed yourself for me?" - "I 

love you", 01:25:25)

43) 사고 이후, 부왕의 조치 (“Until then, We'll lock the gates. We'll 

reduce the staff. We will limit her contact with people and keep her 

powers hidden from everyone... including Anna.", 00:06:04)

44) 한스가 안나의 취약점을 간파 ("You were so desperate for love", 

01:14:30)

45) 올라프는 안나가 사랑에 대해 무지한 것에 놀란다 (Wow, you really don't know 

anything about love, d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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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존재

가치를 

잃어

버림

형제들로부터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함 (00:21:35)

자신의 본성을 

감추고 타인에게 

공감을 얻어야함

타인의 두려움과 

욕망을 거울47)처럼 

반영하도록 행동함

모든 계략이 

실패하고 본국으로 

송환됨 (01:27:54)

모든 기회를 

잃었음을 자각
모든 것을 포기함

욕망:

권력의 

성취

13형제 중 

막내왕자로 자신의 

왕국에서 입신의 

기회가 단절됨 

(01:14:17)

결혼을 통해 

어딘가에서 왕권을 

가져야한다고 생각48)

엘사의 대관식을 

기회로 여기고 

아렌델에 오게됨

안나를 만나고 

공주라는 사실을 

알게됨 (01:15:45)

접근이 힘든 엘사와 

달리, 안나는 사랑에 

목매는 손쉬운 

표적으로 여김

안나로 목표를 바꾸고 

접근하여 그녀의 

공감을 이끌어냄49)

안나가 엘사를 

찾아 떠나며, 

왕국을 한스에게 

부탁함 (00:28:40)

안나와 결혼 후, 

사고사로 위장해 

엘사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할 

계략을 세움

떠나는 안나를 

경호하지 않고, 

안나의 부탁대로 

아렌델에 남아서 

민심을 얻음 

안나의 말이 홀로 안나를 구조해서 영웅처럼 안나를 

<표 6>의 분석에 따르면, 안나는 엘사와 반대로 욕망에 의한 

작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안나 역시 ‘깊은 외로움’이

라는 두려움46)에 의해 욕망이 왜곡되어 충동적이고 지나친 개방

성으로 나타난다. 참된 욕망을 회복하는 계기는, 한스의 속마음

을 알게 된 절망의 순간부터 시작된다. 비판적 자기반성을 통해 

자신의 진실한 감정과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두려움을 초월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행함으로써 스스로를 치유하는 최상의 

성장을 경험하는 캐릭터이다.

3) 한스(Hans)

46) 고통스러운 세월을 견뎌야했음 ("to the pain of the past", 0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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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옴

(00:48:40)

영웅의 이미지를 

강화할 기회로 여김

구하기 위한 원정대를 

지휘함 

위즐톤의 호위병이 

엘사를 석궁으로 

겨눔 (01:10:14)

엘사 위의 

샹들리에를 보고

구하는척하며 

죽이려는 계략

석궁을 쳐올려서 

샹들리에를 맞추게 함

안나가 상처를 

입고 키스하러 

찾아옴 (01:13:27)

엘사와 안나를 모두 

죽이고, 즉시 왕이 

되기로 계획 변경

안나가 얼어 죽도록 

조치하며, 

전모를 모두 밝힘

감옥에서 도망친 

엘사를 발견 

(01:23:25)

위험한 마법사 

엘사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떠올림

엘사 때문에 안나가 

죽었다고 거짓으로 

알림

표 7. 한스(Hans)의 정신역동

한스는 두뇌회전과 운동신경이 탁월하고 리더십까지 갖춘 캐릭

터이다. 다만 이러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왕국의 13형제 중 막내

라는 이유 때문에 형제들에게 존재감이 없다.50) 평생 자신의 존

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참된 자아

를 확립하지 못한 채 엘사처럼 착한아이 콤플렉스의 피해자로 성

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엘사와 크게 대비되는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녀와 달리 내면으로 고립되지 않고 외부에서 기회를 

찾고자 노력한 적극성을 발휘해, 야비한 처세술의 대가가 된 것

으로 예상된다. 표면적으로는 잘생기고 정의로운 영웅의 모습이

지만, 실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하려는 형

47) 엔하위키 미러 : 

https://mirror.enha.kr/wiki/%ED%95%9C%EC%8A%A4%20%EC%9B%A8%EC%8A%A4%ED%84%B

0%EA%B0%80%EB%93%9C 검색어: 한스, 2014.10.10, ‘원작 <눈의 여왕>에 나오

는 깨진 거울을 모티브로 했다는 감독 리Jennifer Lee)의 인터뷰를 소개하고 

있다.   

48) 안나와의 데이트 중,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장소를 찾고 있었음을 암시 

("I've been searching my whole life to find my own place.", 00:22:12)

49) 형제와의 갈등, 먹거리 취향, 고통스러운 과거, 새로운 인생에의 기대 등, 

안나의 두려움과 욕망을 완벽하게 일치시키고 있다. (00:21:25-00:23:50) 

50) 자신의 형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무관심한가를 고백 ("Twelve older 

brothers. Three of them pretended Iwas invisible, literally, for two 

years" , 0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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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인간

사회

아렌델이 맹렬한 

겨울로 변함 

(00:35:13)

얼음배달 사업의 

직격탄으로 생계를 

걱정할 처지가 됨

안나에게 고용됨

안나를 왕궁에 

데려다주고 왕궁 

문이 앞에서 닫힘

(01:12:53)

인간사회에 대한 

거부감과 사랑을 

잃어버린 감정이 복합된 

외로움

포기하고 돌아섬

욕망:

가족의 

사랑

썰매를 잃자, 

안나가 보상을 

약속하며 계약을 

종료함

(00:42:10)

안나 혼자서 설산으로 

가기에는 위험하다고 

여김

스벤의 말을 흉내 

내며 그 핑계로 

속마음을 속인 체 

안나를 도우려함

안나가 심장에 

치명상을 입음 

(00:55:57)

안나를 살리기 위해 

트롤이 저주를 풀었던 

기억을 떠올림

트롤에게 데려감

트롤 할배에게 

저주를 풀 방법을 

들음 (01:07:19)

안나를 좋아하지만, 

안나의 약혼자인 한스를 

떠올림

한스에게 데려감

태로 욕망이 왜곡되었다. 

<표 7>의 분석에 따르면, 한스는 작품 내에서는 두려움의 작용

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죽어가는 안나에게 자신의 계략51)

을 실토할 때와 모든 계획이 실패로 끝나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마지막 장면에서만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안나

가 사랑의 키스를 받으러 한스를 찾아오기 전까지, 극중의 캐릭

터는 물론 관객까지 전형적인 남성 구원자로 착각하게 의도된 연

출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 한스는 치밀함과 순발력으로 

계획을 실행하는 잔혹한 야심가 그 자체이지만, 두려움이 지나쳐

서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잃어버렸다고 여겨진다.

4)  크리스토프(Kristoff)

51) 아렌델의 왕권을 빼앗기 위한 계략을 안나에게 밝힘 ("I figured, after we 

married, I'd have to stage a little accident for Elsa. But then she 

doomed herself, and you were dumb enough to go after her. All that's 

left now is to kill Elsa and bring back summer.", 01:14:36- 01: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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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델의 눈폭풍이 

증폭되는 광경을 

목격 (01:17:39)

안나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

안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자각

자신의 사랑으로 

안나를 구하기 

위해 아렌델로 감

표 8. 크리스토프(Kristoff)의 정신역동

크리스토프는 안나의 강력한 조력자인 동시에 연인이 되는 캐

릭터로서, 인간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채 순록 한 마리와 함께 

얼음배달부로 생계를 해결한다. 작품의 도입부에서 인부들이 채

빙 작업을 할 때 어린 크리스토프와 어린 순록 스벤(Sven)이 함

께 등장하지만, 부모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다.52)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과의 관계가 서툴고 오직 스벤ㆍ트롤과만 유독 친

밀한 모습을 보이는 것53)으로 미루어볼 때, 부모의 부재 때문에 

트롤에게서 양육 받았고, 이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

은 트라우마54)를 가진 캐릭터이다.

<표 8>의 분석에 따르면, 스벤ㆍ트롤과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평온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것이 크리스토프의 욕망으로 왜곡된 

이유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얼음에 

대한 선호55)와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점56)에서 엘사와의 공통점

이 흥미롭다는  것 외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서사적 영향력은 보

52) 채빙장면에서 어린 크리스토프는 어른들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존재로 보이며 

(00:00:39), 어두운 밤, 아렌델의 왕이 어린 안나를 치료하러 트롤에게 가는 

길목에 스벤과 단둘이 있음. (00:04:22)

53) 오켄에게 쫓겨난 크리스토프가 헛간에서 부르는 노래의 제목은 ‘Reindeer 

are better than people'이다. (00:37:30), 스벤과 장난치는 올라프를 못마땅

하게 보며 질투한다 (Don't talk to him like that", 00:59:33)

54) 오켄의 헛간에서 부르는 노래 중, 스벤이 자신에게 얘기하는 흉내를 내며 자

신이 인간에게 가진 피해의식을 표출한다. ("People will beat you & curse 

you & cheat you. Every one of them is bad, except you")

55) 얼음궁전의 구름계단을 건너며 환희에 가득한 표정을 짓는 장면, 안나가 크

리스토프에게 얼음궁전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자 강력하게 항의하는 장면 (" 

Come on. It's a palace made of ice. Ice is my life", 00:37:25)

56) 크리스토프는 얼음궁전으로 향하며 안나의 방문을 엘사가 반길 것인지 반문

한다 ("You know, most people who disappear into the mountains want to be 

alone", 00:50:05), 크리스토프의 이 대사는 자신이 경험한 감정을 말한 것으

로 보이기 때문에 그의 성장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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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

따뜻함

안나의 목적이 엘사를 

찾아서 여름을 

되돌리려는 것 

(00:45:34)

꿈에도 그리던 

여름을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

안나를 도와 

엘사에게 

안내함

마시멜로의 공격 

(00:58:35)
안나의 안전

마시멜로를 

막음

크리스토프가 일행을 

트롤에게 안내 

(01:02:25)

크리스토프는 미쳤고 

위험하다고 여김

안나를 

도망시키려함

안나가 죽어감 

(01:18:17)

자신이 녹더라도 

안나를 따뜻하게 

해줘야함

벽난로 불을 

지핌

안나의 진정한 

사랑을 다시 

찾아야함

크리스토프의 

속마음을 

알려줌

이지 않는다.

5)  올라프(Olaf)

표 9. 올라프(Olaf)의 정신역동

‘살아있는 올라프’는 엘사가 설산에서 자유를 자각하며 만든 

눈사람이다. 올라프는 자매의 사랑을 연결하는 핵심이며57), 엘사

의 사랑과 안나의 기억이58) 깃든 캐릭터이다. 그래서 얼음의 속

성인 눈사람이지만 따뜻한 여름을 동경하고, 열정적이며, 안나를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대단히 강하다. 여름이 오면 녹아 

없어진다는 점을 정작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표 9>의 분석에 따르면, 올라프는 사실상 두려움이 없으며, 

아이처럼 순수한 욕망에 의해 행동할 뿐이다. 얼음의 속성 때문

57) 어린 자매가 함께 만든 눈사람이며, 안나가 엘사에게 다가가려할 때 부르는 

노래도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이다.

58) 밤하늘의 오로라를 보고 올라프가 스벤의 등에서 한 대사(Look, Sven, the 

sky is awake", 01:01:17)와 어린 안나가 한 대사("the sky is awake", 

00:02:08)가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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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근거62) 지표

태도

자신의 마법 때문에 안나가 사고를 

당한 이후, 왕실의 상속자로서 

부왕이 정해준 규칙을 차분히 

이행하려고 함 

(00:03:42-00:26:19)

지켜야하는 것에 

대한 강한 집착, 

신중하고 차분함 

IJ

안나의 잘못된 약혼을 반대하며, 

안나를 보호하기 위해 성을 

떠나라고 말함 (00:25:25)

쉽게 믿거나 

변화하려 하지 

않음, 의사결정이 

강함 

IJ

인지, 올라프가 엘사와 크리스토프의 진심을 잘 알고 있다는 인

상을 준다는 것이 흥미롭다.59)

3. 태도와 심리경향성

1) 엘사(Elsa)

엘사의 성격유형 지표 분석으로 도출된 결론은 INFJ 유형이다. 

내용시간 중 엘사 캐릭터의 노출 시간이 매우 적기 때문에 분석

사례가 많지 않지만, 태도 지표에서 IJ(결정지향적 내향형)가 압

도적이다. 심리경향성 지표는 초반에 ST(소속감, 객관적)의 특

징60)을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NF(자아실현의 욕구)가 매

우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설산에 지은 얼음궁전에서의 열정적 

모습은 마치 자아실현61)에 다가간 전형적인 NF의 특성을 완벽하

게 드러낸다.

59) 올라프가 눈 덮인 산중에서 언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봤는지 알 수 없으나, 

엘사의 성격을 비교적으로 말해준다 ("I bet Elsa's the nicest, gentlest, 

warmest person ever", 00:49:25), 올라프가 스벤과 장난을 치자 크리스토프가 

질투하는 것을 간파하고 재미있어한다 ("You're ticking me", 00:59:34), 안나

에게 크리스토프의 사랑을 알려 준다 ("Brought you back here to Hans and 

left you forever", 01:19:25)

60) 언니, 왕위 상속자라는 사회적 역할의 영향 때문에, ST의 심리경향성은 진정

한 본 모습이라 할 수 없다.

61) 이혜원ㆍ김민정, “앞의 논문”, pp.116-117. (엘사가 설산에서 만든 얼음궁

전의 공간은 현실과 괴리된 탈현실이라는 견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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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궁전으로 찾아온 안나에게 

“외롭지만, 자유롭다고”하며 

돌아가기를 거부 (00:54:48)

내관적이며 인내함 IJ

심리

경향

안나를 보호하기 위해, 사랑하지만 

직접 만나지 않음 

(00:03:42-00:26:19)

의사결정 시 

인정보다 논리적 

분석을 통해 결정

ST

설산에 자신만의 공간인 

얼음궁전을 건설하며, 자유를 

자각함 (00:29:30)

열정적, 

자아실현의 욕구
NF

진정한 사랑이란 자신에 대한 

사랑도 포함됨을 깨닫고 비로소 

자유를 얻음 (01:25:53-01:30:35)

통찰적, 가능성을 

추구
NF

성격

유형 

 

INFJ

강한 직관력을 바탕으로 창의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며, 

내면적으로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 경향이 있다.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중요시해서 갈등상황을 가급적 피하고자 한다. 

스스로의 영감 속에 갇혀 현실과 괴리된 상황을 맞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를 즐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63)

구분 내용 근거64) 지표

태도

대관식 날 왕궁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푼다. (00:11:40)

사교적이며 항상 

새로운 경험을 

찾으려 함

EP

처음 본 크리스토프를 스스럼없이 사교성, 적응성과 EP

표 10. 엘사(Elsa)의 태도와 심리경향성

2) 안나(Anna)

안나의 성격유형 지표 분석으로 도출된 결론은 ESFP 유형이다. 

안나는 태도 지표에서 EP(적응력 있는 외향형), 심리경향성 지표

에서 SF(충동을 따르려는, 인간적 따뜻함)가 압도적이다. 즉, 선

입견이 없고 개방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이나 활동에 관심이 많

고 알고 싶어 하는, ESFP 유형의 전형을 보이는 캐릭터이다. 

62)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메리 H 맥콜리, 김정택 외 역, “앞의 책”. pp. 

53-56.

63) 김정택, 심혜숙, 『16가지 성격유형의 특성(개정판)』, 한국심리검사연구소, 

2007, pp. 32, 33, 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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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함

(00:35:50)
융통성

크리스토프의 썰매에서 속도를 

즐김 (00:38:35)

활동적이고 원기 

왕성함
EP

크리스토프가 트롤을 소개하기 전 

괴팍하고 시끄러운 성격을 

걱정하자, 정말 신나겠다며 좋아함 

(01:02:03)

사교적이며 항상 

새로운 경험을 

찾으려 함

EP

트롤이 크리스토프와 자신을 

결혼시키려 하는데도 경직되지 

않고 재미있어함 (01:06:09)

사교성, 적응성과 

융통성
EP

심리

경향

처음 만난 한스의 청혼을 받아들임 

(00:23:47)

충동에 따르려는 

욕구
SF

한스와의 결혼을 거절한 엘사에게 

그동안의 섭섭한 감정이 터지며 

분노함 (00:25:25)

쉽게 상처 받으며 

지나치게 감정적일 

수 있음

SF

크리스토프가 한스와 하루만에 

약혼한 사실을 나무라자, 한스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함

(00:39:29)

의사결정 시 

개인의 주관성이나 

개인적인 온정을 

사용

SF

올라프를 보고 기겁하지만, 이내 

거꾸로 달린 올라프의 머리를 바로 

잡아줌 (00:44:16)

동정적이며 친절함 SF

눈사람이 여름을 만나면 녹는다는 

사실을 크리스토프가 말해줘야 

한다고 하자, 올라프를 위해 

제지함 (00:47:23)

동정적이며 친절함 SF

엘사가 혼자 있기를 원할지도 

모른다는 크리스토프의 말에, 

누구도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함 (00:50:08)

인간적 따뜻함 SF

한스가 엘사를 죽이려는 순간,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엘사를 

구하려함 (01:24:31)

인간적 따뜻함

동정적이며 친절함
SF

성격

유형 

 

매력적인 온정과 낙천적인 기질이 넘치는 이 유형은, 호기심이 

강하고 인간중심의 가치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재치 있다. 규율 면에서는 관대하여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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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FP

받기보다는 자유스러움을 선호한다. 그러나 다른 유형보다 더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충동적인 경향이 있고, 타인의 요구를 

쉽게 들어준다. 가시적으로는 순종하면서도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약간의 방종한 경향이 있다.65)

구분 내용 근거67) 지표

태도

의도적으로 위즐톤 호위병의 

석궁을 쳐올려서 샹들리에를 

맞추게 함 (01:10:14)

신속한 결단력으로 

민첩하고 

주도적으로 행함

EJ

죽어가는 안나에게 왕좌를 차지할 

준비를 이미 끝냈다고 말함 

(01:15:08)

민첩하고 신속하게 

주도적으로 진행함
EJ

심리

경향

아델렌의 국민들에게 모포를 

나눠주며 구호활동을 함 (민심을 

얻기 위한 연기) (00:48:06)

인간적 따뜻함

동정적이며 친절함
SF

얼음궁전에서 위즐톤의 호위병을 

공격하는 엘사에게 괴물이 되지 

말라고 부탁함 (핵심은 

간파했지만, 진심이 아님)68) 

(01:14:30) 

사실적 정보수집과 

논리적인 분석을 

결정을 내림

ST

표 11. 안나(Anna)의 태도와 심리경향성

3) 한스(Hans)

한스의 성격유형 지표 분석으로 도출된 결론은 ESTJ 유형이다. 

태도 지표는 EJ(결정지향적 외향형), 심리경향성 지표는 ST(소속

감, 객관적 분석)가 한스의 진정한 본 모습으로 판단된다. 작품

의 중후반까지 보인 인간적ㆍ온정적인 모습은 한스의 본성이 아

니라, 안나의 심리경향성을 거울처럼 반영하여66) 안나의 마음을 

얻고 왕국민의 환심을 사려 의도한 것 즉, 왕권을 찬탈할 목적으

로 본 모습을 숨기고 철저히 계산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64)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메리 H 맥콜리, 김정택 외 역, “앞의 책”. pp. 

53-56.

65) 김정택, 심혜숙, “앞의 책”, pp. 28, 29, 66, 67.

66) 한스가 본성을 숨기고 연기한 성격유형은 ESFJ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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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사가 여름을 스스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안나가 

죽어가자 엘사를 처형하기로 

계획을 변경 (01:11:28-01:30:46) 

의사결정 시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논리적인 

분석을 결정을 

내림

ST

치명상을 입은 안나를 추위 속에 

방치해 살해하려 함 (01:14:00)

의사결정 시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결정을 내림

ST

슬픔에 빠진 연기를 하며, 안나는 

엘사에게 살해당했고 자신은 

안나와 결혼을 맹세했으며 엘사를 

처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함 

(01:16:13) 

인정에 얽매이지 

않음
ST

성격

유형 

ESTJ

ESTJ 유형은 일을 조직하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타고난 관리자로서 목표를 설정하고 

지시하며, 결정권을 행사하는 역할을 즐긴다. 비합리적이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타인의 

관점과 정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려고 하지 않으며, 권위 있는 자리에 있을 경우 

이러한 경향 때문에 좌절하기 쉽다.69) 

표 12. 한스(Hans)의 태도와 심리경향성

4) 크리스토프(Kristoff)

크리스토프의 성격유형은 INFP 유형이다. 태도 지표는 IP(적응

력 있는 내향형)이며, 심리경향성 지표는 NF(자아실현)가 SF(인

간적 따뜻함) 보다 다소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 유형은 내관적이

고 느긋하며 통찰력이 있다. 그런데 INFP가 친절하고 인간관계를 

중요시 하는데 비해, 크리스토프는 감정표현이 서툴러서 거칠고 

불친절하다. 그러나 그의 가혹한 성장환경(야비한 인간집단에 대

67)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메리 H 맥콜리, 김정택 외 역, “앞의 책”. pp. 

54-62.

68) 엘사가 느끼는 내면의 고통을 간파하고 이 약점을 이용해 제압하는 동시에, 

일행을 속이고 영웅이 되기 위한 계략이다. ("Don't be the monster they fear 

you are")  

69) 김정택, 심혜숙, “앞의 책”, pp. 22, 23,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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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근거70) 지표

태도

궁핍한 와중에도 오켄의 헛간에서 

스벤과 대화 놀이를 하며 느긋함 

(00:37:12)

내관적이고 느긋함 IP

자신은 스벤과 친구가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고 말함 (00:50:13)
내관적이고 느긋함 IP

심리

경향

안나 혼자서 설산으로 가겠다고 

하자, 스벤을 핑계로 안나를 

도우려함 (00:42:15)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명감을 

가짐

NF

안나에게 산속으로 은둔한 사람들 

대부분은 혼자이기를 원한다고 

말함 (00:50:05)

비인간적으로 

다루어질 때 크게 

상처 받음

(내향형과 

결합했을 때)

SF

얼음궁전을 보고 환희를 느낀 듯 

흥분하며, 얼음은 자기 인생 그 

자체라고 말함 (00:51:55)

이상향의 추구 NF

안나를 사랑하지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한스에게 데리고 감 

(01:12:35)

따뜻한 온정과 

대의를 위한 희생
NF

성격

유형

 

INFP

이 유형은 침착하고 만족스러운 얼굴을 보인다. 과묵하고 

수줍은 듯해서 타인에 대해 냉랭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따뜻하고 상대방을 잘 알게 될 때까지 그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내적 성실성과 이상, 깊은 감정과 부드러운 마음 

때문에 부정적이고 사악한 것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다. 따라서 

타인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거의 없다.71) 

한 트라우마)에 대한 민감성 때문일 뿐 스벤과 트롤에게는 전형

적인 INFP 유형의 부드럽고 상냥한 모습을 보인다. 

표 13. 크리스토프(Kristoff)의 태도와 심리경향성

70) 김정택, 심혜숙, “앞의 책”, pp. 34, 35, 73-75.

71) 김정택, 심혜숙, “앞의 책”, pp. 34, 35, 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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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올라프(Olaf)

올라프의 성격유형은 ENFP이다. 올라프는 엘사와 안나를 연결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안나의 태도 지표인 EP(적응력 있는 외

향형)와 엘사의 심리경향성 지표인 NF(자아실현의 욕구)가 결합

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열정적이며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해

서 눈사람이지만 따뜻한 여름을 동경하는 아이러니를 지닌다. 

구분 내용 근거72) 지표

태도

안나, 크리스토프, 스벤, 엘사, 

마시멜로, 트롤을 처음 만났을 

때, 밝고 개방적인 태도로 일관

밝고 개방적이며 

편견과 주저함이 

없음

EP

따뜻한 여름을 만나고 싶은 

심정을 노래함

(00:45:54-00:47:31)

새로운 경험을 

추구함
EP

심리

경향

안나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녹아 

없어져도 괜찮다고 말함 

(01:19:34)

따뜻한 온정과 

대의를 위한 희생
NF

여름에 대한 동경 

(00:45:54-00:47:31)
이상향의 추구 NF

성격

유형 

ENFP

열정적이고 창의적이며 풍부한 상상력과 영감을 바탕으로 

즉흥적으로 행동한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다른 

사람의 동기를 알아내는 데 초인적인 감각을 지니기도 한다. 

강한 정서 체험을 매우 좋아하고, 예리한 통찰력과 따뜻한 

온정도 지니고 있다. 73) 

표 14. 올라프(Olaf)의 태도와 심리경향성

72) 김정택, 심혜숙, “앞의 책”, pp. 36, 37, 76-78.

73) 김정택, 심혜숙, “앞의 책”, pp. 36, 37, 76-78.



186

4. 정신기능의 위계와 유형역동

캐릭터

기능위계

엘사

(INFJ)

안나

(ESFP)

한스

(ESTJ)

크리스토프

(INFP)

올라프

(ENFP)

주기능 Ni Se Te Fi Ne

부기능 Fe Fi Si Ne Fi

3차기능 T T N S T

열등기능 Se Ni Fi Te Si

표 15. 캐릭터의 정신기능 위계

<표 15>에 나타난 캐릭터의 정신기능 위계에 의하면, 엘사와 

안나는 주기능이 각각 인식기능의 쌍인 내향적 직관과 외향적 감

각으로서, 두 자매의 정신기능은 대극적 관계에 있다. 즉, 기질

적으로 반대의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모든 정신기능이 대극인 것은 아니며, 부기능과 열등기능

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특성을 보인다.74) 이는 유의한 결과로서, 

두 자매 사이는 갈등의 발생 확률이 매우 높지만 화해의 가능성

도 열려 있다고 여겨지는 조합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스가 치밀한 분석력(주기능-외향적 사고)

과 정확한 현실 감각(부기능-내향적 감각)의 정신기능 특성을 발

휘하여 엘사와 안나에게 부족한 냉정한 판단력(3차기능-사고)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이다.75) 즉, 한스는 안나의 

핵심적 약점76)과 엘사의 핵심적 약점77)을 간파하고 있었으며 실

74) 주기능이 대극적이면 당연히 열등기능도 대극적이다. 그러나 부기능과 3차기

능의 선호경향성 쌍은 성격유형에 따라 대극적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보편

적으로 모든 기능이 대극적일 경우 갈등의 강도와 발생의 확률이 높다고 여겨

진다. 

75) 양세혁, “앞의 논문”, pp.35-36. (캐릭터 간의 상호보완이라는 관점에서, 

보완하는 캐릭터의 주기능이 보완받는 캐릭터의 3차기능의 발달에 기여하여 캐

릭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견해를 참조) 

76) 한스는 죽어가는 안나를 추위 속에 방치하며 그녀의 약점을 이용했음을 밝힌

다. ("You were so desperate for love", 01:14:30)

77) 한스는 얼음궁전에서 마법을 사용해 병사와 맞서던 엘사의 약점을 이용해 제

압한다. ("Don't be the monster they fear you are", 0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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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조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신기능을 공동

선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야망과 탐욕을 충족시

키기 위해 사용함으로써 타락해버린, 가장 치명적인 적대자

(antagonist)가 되었다.

크리스토프에 대해서는 캐릭터 몰입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견해

를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즉, 행위의 동기가 다른 캐릭터처럼 명

확하지 못하고, 캐릭터 구도라는 측면에서 봐도 역할의 개연성이 

다소 소극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크리스토프는 정신기

능 위계의 분석 면에서 한스와 대척적 관계이지만 그와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타고니스트인 두 자매와 안타고

니스트인 한스가 형성하고 있는 갈등의 삼각구도에 영향을 끼치

지 못하는 설정으로 판단된다. 

<겨울왕국>에서 갈등의 삼각구도란, 잘못된 선택을 한 세 가지 

유형78)의 캐릭터들이 ― ① 미쳤거나 (소시오패스적 악행을 저지

르는 한스), ② 겁먹었거나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엘사), ③ 스

트레스를 받거나 (외로움에 고통 받는 안나) ― 이해관계로 복잡

하게 얽혀서 갈등을 발생시키는 구도를 의미한다.

올라프는 두려움을 초월한 다소 비현실적인 캐릭터이다. 재미

있는 점은, 올라프의 외부로 드러나는 주기능과 크리스토프의 외

부로 드러나는 부기능, 올라프의 내면 기능인 부기능과 크리스토

프의 내면 기능인 주기능이 일치79)하는데, 이는 올라프가 의외로 

크리스토프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Ⅴ. <겨울왕국> 캐릭터의 성격구조 종합 

78) 가슴에 치명상을 입은 안나가 트롤을 찾아갔을 때, 트롤이 부르는 노래 

(People make bad choices. If they're mad or scared or stressed.", 

01:05:56-01:06:00)

79) E로 시작되는 외향형은 가장 발달한 정신기능(주기능)이 외부로 향하므로 주

기능은 외부로 드러나고, 부기능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 내향형의 주기능 

파악은 보다 까다롭다. I로 시작되는 내향형의 경우, 주기능이 내면으로 향하

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부기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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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릭터들의 정신역동 요약

캐릭터

구분
엘사 안나 한스 크리스토프 올라프

최초의 

결핍
부모의 억압

부모의 사망

언니의 외면

형들의 

철저한 

무관심

부모의 부재

인간집단의 

핍박

-

두려움 

발생

자신의 

정체성 

(결함으로 

인식)

외로움

(가족을 

잃음)

무가치한 

존재
인간 -

결핍의 

결과

스스로를 

자신의 방에 

감금함

왕궁에 갇혀 

아무도 못 

만남

참된 자아를 

잃고 타인의 

욕망을 반영 

안식처의 

부재

트롤에게 

양육

-

결핍의 

유형

자기로부터 

고립

사랑으로부

터 고립

성취로부터 

고립

인간으로부

터 고립
-

욕망 자아실현 사랑 인정 사랑 따뜻함

욕망의 

왜곡

착한 소녀

(부모의 

욕망)

운명적 

사랑에 대한 

탐닉

왕권 획득

대안 가족에 

만족

(탈현실 

공간)

-

두려움 

해소

자기 

정체성에 

대한 긍정

진정한 

사랑을 

스스로 실천

-

사랑을 

실천하고 

인간과 연결

-

핵심

동기
두려움 욕망 욕망 욕망 욕망

표 16. 캐릭터의 정신역동

<표 16>에서 요약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라프를 제외한 모든 

캐릭터들의 최대 공통점은 ①‘어떤 것으로부터 고립된’존재라

는 점. ② 그리고 두려움을 야기하는 최초의 결핍은 모두‘가족

애의 결여’와 관련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겨울왕국>의 

핵심 주제인 ‘진정한 사랑의 힘’을 강조하기 이전에‘가정의 

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관객에게 일깨우기 위한 장치라고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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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즉, 캐릭터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족애의 결여과 외로

움’이라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얼어붙은 심장80)이라는 은유를 통

해 표상하고 있다. 

두려움의 해소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과거에 사랑을 갈구하

기만 하던 안나가 진정한 사랑을 스스로 실현하면서 두려움으로

부터 벗어나고, 희생보다 사랑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려준

다.81) ② 이에, 엘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결함으로 인식하고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스스로에 대한 사

랑도 포함됨을 깨달으며 자신의 본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

다. ③ 크리스토프는 타고난 성격유형이 온정적이고 인간적임에

도 불구하고 인간사회에서 괴리된 체 성장했기 때문에 인간과 감

정의 소통에 서툴렀다. 하지만, 안나를 돕는 과정에서 사랑의 감

정이 커졌고 안나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인간사회에 돌진하면서 

두려움을 벗는다. ④ 한스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성장에 

실패한다.

캐릭터들은 대부분, ① 최초의 결핍에 의해 두려움이 형성되고 

② 두려움에 의해 욕망이 왜곡되고 ③ 왜곡된 욕망에 의해 행동

하고 ④ 따라서 캐릭터의 성장은 두려움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참된 욕망을 회복함으로써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주의

할 점은, 엘사는 대부분의 다른 캐릭터들과는 달리, 행위의 직접

적 동기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엘사는 착한 성품의 

소유자이다. 그래서 자기 마법의 치명적 위험성을 알면서도 욕망

하는 데로 행동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즉, 두려움으로부터 도망

치는 방법이 엘사의 유일한 선택지였다. 따라서 철저하게 두려움

에 감금당한 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가장 높은 단계의 피

해자이기도 하다. 엘사의 이런 부정성(negativity)이 얼음궁전에

80) 주요 캐릭터는 모두 얼어붙은 심장으로 은유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엘사의 얼음 마법의 저주, 안나의 심장이 얼어붙는 내상, 한스의 비인간성, 크

리스토프의 얼음관련 직업, 올라프의 눈으로 만들어진 속성이다.

81) 안나의 심장이 녹으며 다시 살아난 후 자매의 대화 (Elsa-"You sacrificed 

yourself for me?", Anna-"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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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며 자아실현 하는(듯한) 장면은, 관객들에

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82)  

2. 정신기능 위계에 따른 캐릭터 구도

그림 5. <겨울왕국>의 기능위계 캐릭터 구도 

<그림 5>는 <겨울왕국> 캐릭터들의 MBTI의 정신기능 위계에 따

른 상호작용의 구도를 나타낸 것이다. ① 엘사와 안나의 정신기

능은 대척적 관계로서 갈등이 발생한다. 하지만 두 자매의 기본

적인 사랑 즉, 추억을 공유한 유대감과 가족애가 있었기에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83). 이점이 <겨울왕국>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

82) 성장기에 가해졌던 억압은 엘사의 부정성(negativity)을 과장되게 보이기보

다는 관객 자신과 동화시킬 수 있는 정도였기에, 많은 젊은 관객들이 감정이입

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83) 이 작품은, ‘인간은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하고 기묘한 사랑의 

힘으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트롤의 노래를 통해서 전한다. 

(People don't really change.~Love's a force that's powerful and 



191

지의 핵심이라 여겨진다. ② 한스와 크리스토퍼의 정신기능 또한 

대척적 관계이다. 하지만 그들은 사건이 종결된 후에야 대면하

고, 특히 한스는 크리스토퍼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에 상

호작용에 의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 ③ 한스는 두 자매의 정

신기능적 약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줄 수도 있는 캐릭터였지만, 

그것을 악용했기에 오히려 가장 강력한 적대자로 작용했다. 엘사

에게는 왕권을 위협하는 적대자이고 안나에게는 사랑에 대한 믿

음을 위협하는 적대자로 두 자매와 한스는 갈등의 삼각구도를 형

성한다. ④ 올라프는 엘사와 안나의 사랑과 추억을 매개하는 캐

릭터로서, 엘사의 심리경향성과 안나의 태도가 결합된 특성을 가

진다.

Ⅵ. 결 론

본 논문은, 두려움과 왜곡된 욕망의 정신역동 과정을 데이터베

이스화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겨울

왕국>을 대상으로 캐릭터의 태도와 심리경향성과 정신기능의 위

계를 MBTI 성격유형론의 틀에 적용하여 분석했다. 그 과정을 통

해, 캐릭터 설정의 완성도가 성격심리학적 관점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했고, 다소 미흡한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특정한 결핍이 두려움의 원인이 되고 욕망의 왜곡으로 연결되고 

두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며, 최초의 결핍요

인이 작품의 주제와 연관됨을 알 수 있었다.

<겨울왕국>에서는 대등한 영향력으로 설정된 두 명의 여성 캐

릭터가 주인공이다. 관객의 선호도는 엘사에게 기울어졌다고 생

각되지만, 캐릭터의 다성적 측면과 서사를 이끄는 힘 등을 고려

할 때 두 명의 공주 자매를 투톱(two top)으로 세운 것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강한 남성으

로부터의 구원에서 비로소 벗어나, 자기성찰과 서로에 대한 진정

strange.", 01:05:50-0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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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랑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강인한 여성의 시대를 열은 것이

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의미와 소명에 대해 고민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야기한 결과에 대

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왜곡된 욕망을 발견하고 깊

은 추적의 끝에 근원적 두려움을 발견하게 된다. 스벤젠의 말처

럼, 그것이 강요하는 틀에 지배당할 것인지 대응할 것인지를 선

택하는 과정을 환상적인 동화로 탄생시켰다고 평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성격구조 분석은 필연적으로 

작품에 드러나는 제한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했으며 캐릭터의 성격과 정신역동 분석에 적

합한 도구의 개발이 향후 과제로 남게 되었다. 다만 본 연구 과

정이, 캐릭터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갈등의 심리구조

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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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sychological Dynamics of Fears and Crooked Desires inherent in 

Characters of <Frozen>

Yang, Se-Hyeok

An animation film, <Frozen>, is a work that declared a perfect 

revival of Disney. It is considered that the success was the result 

of its impressive theme song and characters working influentially. 

The main characters let audience experience empathy as well as 

catharsis by building the image of women making their own future 

without relying on men, and among the characters, Elsa is still 

popular even if one year has passed since its premiere in Korea. In 

the narrative genre, the character’s degree of completion is 

regarded to be so important that it can even determine the work’s 

success or failure. Accordingly, to analyze the personality 

structure among the major components of character rising, this study 

focuses on the psychodynamics of fear and desire which determines 

the directions of thought or behavior. Fear is the emotion 

attributed not to a real threat but to an ominous assumption about 

the future. Because fear that is originated from the memory of any 

deficit or suppression distorts our sound needs, escaping from fear 

means facing the reality.

To verify the unique psychodynamics of the characters, the 

researcher analyzed the hierarchy of their attitudes, psychological 

dispositions, and psychic functions by using ‘MBTI Personality 

Typology’. According to the results, ① Elsa and Anna are in a 

conflicting relationship in terms of psychic functions. Although 

they are the combination that shows the highest possibility of 

conflict, the two sisters overcome it basically grounded on 

fellowship and family love. ② Although Hans and Kristoff, too, are 

against each other in terms of psychic functions, the two male 

characters do not interact with each other in the work. ③ Hans is a 

person equipped with psychic functions that can complement both Elsa 

and Anna the most effectively, but he abuses it and turns into the 

most fatal opponent to them. ④ Olaf is a type of person combining 

Anna’s attitudes with Elsa’s psychological dispositions.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frequency of expressing 

fear and desire, ① Elsa employs overwhelming fear and Ann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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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characters use desire as the major drive of their behavior. 

② Fear is the underlying deficit internalized in every character 

and is attributed to ‘the deficit of family love’, and as a 

result, they all share the pain of ‘loneliness and isolation’.

It is thought that analyzing psychodynamics will help us 

understand the character’s growth tale, that is, the narration that 

they distort their desire for the first motive to avoid fear and end 

up being ruled by it, and also, they realize the underlying reason 

for the distorted desire in the process of getting rid of their own 

fear and reach self-healing. Lastly, regarding character rising in 

the anim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directions and analysis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be referred to as a database in 

creating characters and setting up relations among them.

Key Word : Character, Personality structure, Fear, Desire, MB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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